
myMerlin™ 앱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 개인정보 고지사항 및 동의 개요

버전 날짜:  2021년 4월
 

Abbo�에서 제공하는 myMerlin™ 앱("앱")은 주치의 또는 클리닉이 심장 모니터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의학적 치료를 할 수 있도
록 데이터를 Merlin.net™ Pa�ent Care Network("Merlin.net")(총칭하여 "서비스")로 전송합니다.  Pacese�er, Inc.(Abbo�의 자회
사)는 Merlin.net을 제공합니다.

Pacese�er, Inc.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고지사항 및 동의 ("개인정보 고지사항")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과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당사의 조치를 설명합니다.  이 개인정보 고지사항에는 많은 정
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사가 개인 정보를 처리, 보호, 보유, 저장 및 공개하는 방법을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서비스 소개 및 +개인 정보 보안을 참조하십시오.
 
이 요약은 종합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당사의 개인 정보 처리 방법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아래 개인정보 고지사항의 관련 섹션을 읽어야
합니다.

당사는 사용자가 앱을 설정할 때 개인 정보를 사용하며, 여기에는 생년월일 및 기기 일련 번호가 포함됩니다.  당사는 귀하의 심장 모니
터를 페어링하는 동안 인증 목적으로 이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사용합니다.  이 앱은 기기 정보를 당사로 전송하며, 사용자가 고객
서비스에 연락하는 경우 당사에서는 기술 지원 요청과 관련한 별도의 기록을 보관합니다.  또한 귀하의 의료제공자가 Merlin.net에 입
력한 개인 정보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 정보 수집 및 처리 및 +국가별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개인 정보의 사용 목적은 (1) 서비스를 제공하고 (2) 의료 기기의 안전, 품질 및 개선과 관련된 의무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하며, (3) 개인
정보에서 식별 정보를 제거하고, 가명 처리하고, 집계 및/또는 익명 처리한 후 연구를 수행하여 그 정보로 귀하의 이름을 식별할 수 없도
록 하기 위함입니다.  연구를 수행하는 목적은 당사 제품 및 서비스가 사용되는 방법을 이해하고, 유효성을 측정하기 위함이며, 실제 근
거 연구와 관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Abbo�의 자체적인 개인 정보 이용, +의료 기기 및 기타 법적 요건, +연구, +개인 정보
보유를 참조하십시오.
 
당사는 개인 정보의 공유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며 상업적인 이익을 위해 제3자에게 정보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개인 정보는 규정 준수,
연구 또는 문제 해결/진단 및 시스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광범위한 분석을 목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계열사와
공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당사의 개인 정보 공개 및 +의료제공자에게 서비스 제공 시 개인 정보에 대한 Abbo�의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

당사는 사용자 위치가 사용자에게 개인 정보와 관련한 특정 권리를 부여하는 곳에서 해당 요청에 응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 사용자가 개인 정보 및 권리에 액세스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당사는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 정보를 미국 서버에 저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데이터 보관 및 +국가 간 개인 정보 전송을 참조
하십시오. 또한 거주 국가에 따라 적용되는 추가 규정이 있는 경우+국가별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문의는 먼저 클리닉에 해 주십시오.  클리닉은 의학적 치료를 제공할 때 개인 정보를 '관리'합니다.  당사는 개인
정보 '처리자'로서 귀하와 클리닉을 대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정보와 관련된 문의나 의견이 있는 경우
privacy@abbo�.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유럽 경제 지역에 있는 경우, 당사 유럽 데이터 보호 책임자 또는 현지 데이터 보호 당
국에 문의하십시오. Abbo�의 유럽 데이터 보호 책임자의 연락처 정보와 기타 유용한 연락처 정보는 www.EU-DPO.abbo�.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조하십시오.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이 개인정보 고지사항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다음에 앱을 사용할 때 앱이나 이메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아래의++이 개인정보 고지사항의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myMerlin™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 개인정보 고지사항 및 동의

버전 날짜:  2021년 4월
 

Pacese�er, Inc.(Abbo�의 자회사)는 Merlin.net™ Pa�ent Care Network ("Merlin.net")를 제공합니다. Abbo�는 myMerlin™ 모바
일 응용 프로그램("앱")을 제공합니다(Merlin.net 및 앱을 합쳐 "서비스"라고도 함).  이 개인정보 고지사항 전체에 언급된 "Abbo�" 및
"당사"는 미국 일리노이 주 Abbo� Park에 본사를 둔 Abbo� 회사 그룹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데이터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 관련 정보를 포함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고지사항에서는 귀하가 서비스를 사용할 때 개인 정보를 Abbo�에서 수집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앱을 사용 등록하기 전에 이 개인정보 고지사항을 꼼꼼히 읽어 주십시오. 이는 건강 관련 데이터 등의 개인 정보를 Abbo� 및 아래와
같은 특정 계열사에서 처리, 전송 및 보관하는 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비스와 관련된 고객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경우 계열사 및 개인 정보 처리자가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데 적용됩니다.

이 개인정보 고지사항은 기타 Abbo�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서 처리 또는 수집되거나, 기타 Abbo� 웹 사이트, 기타 Abbo� 고객 콜 센
터와 같은 기타 방법으로 처리 또는 수집되는 개인 정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치의의 Merlin.net 이용 및 기타 개인정보 보호방침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처리 또는 수집된 개인 정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앱을 등록하고 사용하면 본 개인정보 고지사항 및 다음 사항을 수락하게 됩니다.

귀하가 이 개인정보 고지사항을 수락할 법정 연령임을 확인합니다.
귀하가 본인 또는 귀하가 실질적 권한을 가진 다른 개인을 대신하여 이 개인정보 고지사항을 법적으로 수락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 개인정보 고지사항 및 동의를 수락하거나 동의하면 이 앱 및 서비스의 사용이 개인정보 고지사항 및 이 개인정보 고지사항에 설명된
건강 관련 정보를 포함한 개인 정보의 처리 및 전송을 따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거주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락" 또는 "동의"를 클릭하면 건강 관련 정보를 포함한 귀하의 개인 정보 처리에 명시
적으로 동의하고, 귀하의 개인 정보가 미국에 있는 Abbo� 서버로 전송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는 자발적으로 동의하며 귀하는 ABBOTT에 개인 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회사 소개

Abbo�는 앱, Confirm Rx™ 삽입형 심장 모니터("ICM") 및 Jot Dx™ ICM의 제조업체입니다.

15900 Valley View Court, Sylmar, California 91342, United States of America에 위치한 Pacese�er, Inc.(St. Jude Medical, LLC 계
열사 및 Abbo� Laboratories의 완전 소유 자회사)는 Merlin.net 제공자입니다.

의료제공자는 귀하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귀하의 의료제공자가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한 책임 및 서비스를 통해 전송되는 정보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및 데이터 보호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관리자'는 EEA, 영국 및 스위스의 데이터 보호법에 명시된 정의를 바탕으로 하며,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거주하는 기타 국가
의 데이터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유사한 용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Abbo�는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당사가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목적은 (1) 서비스를 제공하고 (2) 의료 기기의 안전, 품질
및 개선과 관련된 의무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하며, (3) 서비스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bbo�의 자체적
인 개인 정보 이용을 참조하십시오.

+서비스 소개

Merlin.net은 서비스를 통해 ICM에서 전송된 정보를 담고 있는 원격 치료 시스템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ICM에서 수집되고 앱을 통해 업로드되는 정보를 보안 처리되고 비공개로 보호되는 Abbo�의 데이터베이스에 즉시
자동 전송할 수 있습니다. Merlin.net을 통해 의료제공자는 심장이 다르게 뛰기 시작하는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앱은 의료제공자가
지정한 설정에 따라 심장 데이터를 클리닉으로 보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의료제공자가 귀하의 심장 리듬을 모니터링하여 치료 방
법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귀하가 병원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모바일 기기를 WiFi 또는 셀룰러/모바일 데이터에 연결하고 앱을 사용하여 의료제공자가 심장 데이터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야 합니다.  의료제공자는 귀하가 서비스를 사용하기 전에 귀하를 Merlin.net에 등록해야 합니다.  앱에 생년월일과 ICM의 일련 번호를
입력한 후 활성화 코드를 가져와야 할 수 있으며, 이 코드는 사용자에게 전송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활성화 코드를 앱에 입력한

후 ICM을 앱에 페어링하려면 Bluetooth®
[1]

 무선 기술이 "켜짐"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태 업데이트 및 미리 알림을 받으려면
"알림"을 "켜짐" 상태로 둡니다. 앱에서 설정이 완료되면 귀하에게 알려 줍니다.

앱을 정기적으로 ICM에 연결하여 ICM의 작동 방식에 대한 정보를 전송합니다.  또한 이 앱은 심장 리듬에 대한 정보를 의료제공자에게
전송하며, 의료제공자는 경고와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Merlin.net에 로그인하여 심장 리듬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수집 및 처리

앱을 사용할 때 다음 개인 정보의 범주가 처리됩니다.

ICM의 일련 번호 및 귀하의 생년월일

활성화 코드를 전송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 및/또는 전화번호

정보가 ICM에서 Merlin.net으로 전송되는 월, 일, 시간

ICM의 이름과 모델 번호 정보

마지막 보고서 이후 ICM이 앱과 상호 작용하는 방법과 앱이 Abbo�의 서버와 상호 작용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정기 보고서

충돌 보고서를 포함한 앱 성능에 대한 정보 및

마지막 유지관리 보고서 이후 앱 활동을 기록하는 정기 로그 보고서

앱은 ICM과 연결되어 해당 데이터를 Merlin.net으로 전송합니다. Merlin.net과 관련된 서비스에는 의료제공자가 Merlin.net 환자 프
로필을 생성할 때 입력하는 건강 관련 정보를 포함한 추가 개인 정보가 있습니다. 이 개인 정보에는 귀하의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ICM
모델 및 일련 번호, 성별, 인종, 선호 언어, 임상 소견 등의 옵션 필드, ICM 기능, 치료 일자, 전송 사항, 귀하의 상태에 대한 정보, 클리닉
에서 지정한 환자 번호 또는 기타 환자 ID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료제공자는 환자의 비상 연락처 정보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Abbo�
는 서비스를 지원 및 유지하기 위해 이 개인 정보에 액세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의료제공자의 정보 이용

의료제공자는 의학적 치료의 일환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며 정보를 Merlin.net에 입력합니다. 의료제공자는 ICM 및 심장 리듬을 모
니터링하기 위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의료제공자 또는 클리닉이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ICM 및 귀하의 심장 리듬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지속적인 의학적 치료를 포함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제공자가 귀하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함

개인 정보에 대한 Abbo�의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여 서비스의 디버깅, 업그레이드, 서비스 또는 문제 해결 또는 데이터 해석과
관련된 지원 등 기술적, 임상적 지원을 포함하여 서비스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함

그 외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경우

+의료제공자에게 서비스 제공 시 개인 정보에 대한 Abbo�의 액세스

당사는 개인 정보 처리자로서 의료제공자 또는 클리닉을 대신하여 개인 정보를 처리합니다. 이러한 처리는 의료제공자 또는 클리닉의
지침에 따르며 다음 목적과 관련됩니다.

의료제공자가 ICM과 귀하의 심장 리듬 및 증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의료제공자에게 디버깅, 업그레이드 또는 문제 해결에 대한 지원 등 기술적, 임상적 지원을 제공 또는

의료제공자가 허가한 경우, 건강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확보하여 ICM에서 전송된 데이터의 해석을 지원

위치에 따라 당사가 의료제공자 또는 클리닉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은 특히 귀하의 거주 국가에 영업소가 있는 경우 스웨덴
또는 기타 유럽 지역에 있는 지점 또는 미국 및 말레이시아에 있는 기타 지원 센터입니다. 또한 당사는 기타 제3자를 이용하여 의료제공
자 또는 클리닉에 기술적 또는 임상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제3자를 이용하여 의료제공자 또는 클리닉에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경우, 개인 정보의 비Â, 무결성 및 보안을 지키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개인 정보 '처리자'는 EEA, 영국 및 스위스의 데이터 보호법에 명시된 정의를 바탕으로 하며,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거
주하는 기타 국가의 데이터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유사한 용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Abbo�의 자체적인 개인 정보 이용
 
Abbo�는 다음 목적으로 개인 정보 관리자로서 건강 관련 개인 정보를 포함한 개인 정보를 처리합니다.

앱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

귀하가 Abbo�에 직접 연락할 경우 서비스와 관련하여 Abbo�에 연락한 기록을 보관

의료제공자 또는 클리닉에 고객 지원을 포함해 ICM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

의료 기기 시판 후 감시, 제품 개발 및 개선, 안전, 성능, 감시 등 품질 관리 목적을 포함하여 의료 기기 사용 및 분류와 관련된 관
련법에서 요구하는 경우

법적 권리를 확립, 행사 또는 방어해야 할 경우 및

그 외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경우

귀하의 의료제공자가 Merlin.net에서 귀하의 환자 프로필을 생성하고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경우, 귀하는 Abbo�가 개인 정보에서 식
별 정보를 제거하고, 가명 처리하고, 집계 및/또는 익명 처리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데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
구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여기서 언급하는 '관리자'는 EEA, 영국 및 스위스의 데이터 보호법에 명시된 정의를 바탕으로 하며,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거주하는 기
타 국가의 데이터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유사한 용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데이터 보관

앱과 ICM에서 전송된 데이터는 미국에 있는 Merlin.net 서버에 저장되기 전에 수신됩니다.  개인 정보를 거주 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호
스팅하는 경우, 적용되는 호스트 국가의 법률이 거주 국가의 법률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보안
조치 및 통제를 구현했습니다. 미국에 환자 건강 정보와 관련된 법률이 있어도 이러한 법률은 귀하의 거주 국가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데이터 보호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 보안 및 +국가 간 개인 정보 전송을 참조하십시오.

+의료 기기 및 기타 법적 요건

Abbo�는 법적으로 필요한 경우 개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의료 기기 제조업체로서의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개인 정보에서 최
대한 식별 정보를 제거하고, 가명 처리하고, 집계 및/또는 익명 처리합니다. 이 정보는 Abbo�에서 안전하게 보관하며, 당사가 이 정보
를 포함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를 이름 또는 이메일 주소로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개인 정보 이용 시 법적
요건을 따라야 하는 경우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Abbo�가 이 정보를 사용할 법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ICM의 지속적인 안전과 향후 개발을 보장

의료 기기 및 시스템의 품질, 보안 및 유효성을 모니터링 및 개선

업그레이드를 검증하고 Merlin.net 및/또는 관련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지킴

공중 보건 분야의 공익을 위해 시스템 문제를 감지하기 위한 광범위한 분석을 수행

새로운 기능 또는 기존 기능을 포함하여 의료 기기를 연구, 개발 및 테스트하고 제품 개발을 위해 Merlin.net 및/또는 관련 모바
일 응용 프로그램을 테스트 및 개선 및

규제 당국, 사법 당국, 정부 당국에 응하거나 국가 안보 또는 전염병, 사법 절차, 법원 명령, 정부 요청 또는 당사에 집행된 법적
절차에 대응하거나 고객, 대중, Abbo� 또는 타인의 안전, 권리 또는 재산을 보호하고, Abbo�의 법적 권리를 확립 또는 방어하
거나, 불법적인 활동, 사기 의혹, 개인의 안전에 잠재적 위협이 되는 상황, 이 개인정보 고지사항의 위반에 대해 조사, 방지 또는
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당사가 개입되어 있는 소송의 증거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달리 법률에서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식별 정보 제거'와 '가명 처리'라는 용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미국 의료보험 양도에 관한 법률(HIPAA)에서는 식별 정보가
제거된 정보를 '개인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정보라고 설명합니다. 유럽 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2016/679)(GDPR)에서는 '가명 처리'를 '추가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특정 데이터 주체에 속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인 데이터를 처



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익명 처리된 데이터는 특정한 사람과 연결되지 않으며 사람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로, 이러한 종류의 데
이터는 보통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GDP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유럽 경제 지역, 영국, 케이맨 제도, 스위스, 태국을 참조하십시오.

+연구

의료제공자는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경우 당사가 개인 정보에서 식별 정보를 제거하거나 가명 처리, 집계 및/또는 익명 처리하여 제한된
목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 대한 귀하의 명시적 동의를 득하게 됩니다. 

연구 목적에 사용되는 데이터 세트에는 귀하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등의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식별 정보
가 제거되거나 가명 처리된 데이터로 귀하를 개인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합니
다. 연구에 사용되는 데이터에는 ICM 모델 및 일련 번호, 이식 날짜부터 다음번 방문일까지 남은 기간, 이식 날짜, 거주지 및 나이와 같
은 인구통계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식별 정보를 제거하거나 가명 처리한 데이터 또는 집계, 통계 및/또는 익명 처리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심장 및 의료 기기 및 시스템의 품질, 보안 및 유효성을 개선하고 공중 보건을 위해 심장 관련 상태에 대한 혁신적이고 효
과적인 치료법을 개발

통계 및 분석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제3자 연구원, 의료 기관 또는 공중 보건 당국에 공개

서비스의 유효성 및 서비스가 제공되고 사용되는 방법을 평가

서비스 기능 및 업그레이드를 검증하고 이러한 서비스의 안전 및 보안을 모니터링 및 개선

새로운 기능 또는 기존 기능을 포함하여 의료 기기를 연구, 개발 및 테스트하고 제품 개발, 데이터 분석, 통계 및 조사 목적으로
서비스 및 당사의 의료 기기를 테스트 및 개선

서비스 및 의료 기기가 의료비 정산이 가능하거나 그 외 사회 보장, 보험 또는 공적 자금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의료 공중
보건 분야의 공익을 위해

임상 실험 참여에 대한 요청을 받았으며 관련법에서 이를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실험 전에 연구 기관에 별도의 사전 동의를 해야 하며
참여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이 섹션의 연구는 임상 실험 참여와 관련이 없습니다.

GDP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유럽 경제 지역, 영국, 케이맨 제도, 스위스, 태국을 참조하십시오.

+개인 정보 보유

ICM에서 수집된 정보는 법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신 전송 사항의 날짜(즉, ICM 및/또는 앱을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짜)
로부터 최대 7년간 보존합니다.

+Merlin.net에서 귀하의 정보 삭제 섹션에서는 의료제공자 또는 클리닉이 Merlin.net Pa�ent Care Network에서 정보를 삭제하는 방
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당사의 개인 정보 공개

당사는 다음과 같이 개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서비스를 제공, 유지, 호스팅,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3자 공급자와 개인 정보를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 당사는 서
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제3자 공급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3자 공급자는 개인 정보를 비Â로 안전하게 지키고 개
인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Abbo�는 가능한 한 제3자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시스템 오류를 보고하며 이러한 경
우 제3자에게 전송되는 정보에는 개인 정보 사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Android는 앱을 Bluetooth®1 기기와 연결하기 위해 위치 서비스 권한을 부여하도록 요청합니다. Google 위치 서비스에는
GPS 신호, 기기 센서, Wi-Fi 액세스 지점 및 기지국 ID 등 사용자의 정확한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능이 포함됩니다. 사용자
가 자신의 위치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면 Google이 이러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데이터와 관련된 Google의 개인정보
보호 관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ndroid의 지원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당사는 Google 위치 서비스에서 추출되는 개인 정
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구매자가 귀하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제품 라인 또는 부서의 매각, 합병 또는 이전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
하고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이에 대한 라이센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당사는 상업적 목적으로 개인 정
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서비스의 유효성 증명 또는 의료비 정산을 위해 식별 정보를 제거하고, 가명 처리하고, 집계 및/또는 익명 처리한 정보를
당사 계열사, 의료제공자 또는 클리닉, 제3자 연구원 및 국가 보건 당국 또는 보험 회사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귀하를
개별적으로 식별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정부 당국의 허가를 받은 정보 요청에 응하거나 국가 안보 상황에 대응하거나 그 외 법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개인 정보
를 공개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허가하거나 필요로 하는 경우 불법적인 활동, 사기 의혹, 개인의 안전에 잠재적 위협이
되는 상황, 이 개인정보 고지사항의 위반에 대한 조사, 방지 또는 조치에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당사가 연루된 소송의 증거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당사가 귀하에게서 수집한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정보는 외국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외
국 정부, 법원, 사법 기관 및 규제 기관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안

Abbo�는 개인 정보가 우발적 또는 불법적으로 파괴되거나 사고로 손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비스에 적절한 보안 통제 조치를 구현
했습니다.

ICM에서 수신되는 정보는 보안과 비Â을 유지하기 위해 전송되기 전에 암호화됩니다. 서비스에는 환자 프로필 보안을 강화하고 개인
정보의 무단 액세스 또는 공개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보안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허가 받은 담당 직원 등 의료제공자 또는 클리
닉의 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 고유한 ID와 암호를 통해서만 환자 프로필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Abbo�는 Abbo� 내에서 허가를 받
은 사람만 가명 처리되고 식별 정보가 제거된 집계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안 및 액세스 통제를 구현했습니다.

당사는 Bluetooth®1 4.0 이상의 무선 기술을 사용하여 의료 기기와 iOS 기기 또는 Android 기기 간에 여러 세트의 개인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ICM에서 측정되는 측정값과 관련된 정보는 Bluetooth 기술을 통해 전송됩니다.

일상적인 유지관리 기간 동안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국가 간 개인 정보 전송

서비스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는 미국으로 전송되어 저장됩니다. 미국의 데이터 보호법은 유럽 연합, 영국, 스위스 또는 귀하의 거주 국
가와 같은 수준의 개인 정보 보호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 데이터는 EU 및 스위스 승인 표준 계약 조항에 기초하여
전송됩니다.  또한 귀하의 개인 정보가 미국에 있는 Abbo� 서버로 전송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하게 됩니다.

귀하가 당사에 직접 연락하여 기술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미국, 유럽 연합 또는 말레이시아의 원격 관리 팀에서 귀하의 개인 정보(건강
관련 데이터 포함)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말레이시아로 전송되는 사항은 유럽 연합, 영국 또는 스위스 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음). 
Abbo� 사내 데이터 전송은 적절한 보호 수단을 제공하는 데이터 전송 계약에 따라 통제됩니다.
 
이 앱을 사용하고 이 개인정보 고지사항을 확인함으로써 당사는 귀하의 개인 정보를 미국, 스웨덴 및/또는 말레이시아로 전송하며(유
럽 연합, 영국 또는 스위스 거주자의 개인 정보는 제외) 귀하 또는 주치의의 지원 요청에 응답해야 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요청될 수 있
는 건강 관련 정보 등 귀하의 개인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음을 귀하에게 알립니다. 이런 국가에서는 귀하가 거주하는 국가의 데이터 보
호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비교할 때 귀하의 개인 정보를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bbo�에서 마케팅 및 기타 자료를 전송하는 방법

당사는 귀하가 당사로부터 당사의 기타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러한 유형의 연락을 수신하겠다고 선택하지 않았다면 광고 또는
마케팅 관련 정보를 귀하에게 고의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Abbo�나 그 계열사 또는 라이센스 제공자는 광고 또는 마케팅 관련 정보를 아동에게 고의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직접 마케팅을 위해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필요한 앱 및 서비스 업데이트 또는 제품 안전 관련 문제에 대한 비마케팅 정보를 귀하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Abbo�가 아동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

의료제공자 또는 클리닉은 아동을 Merlin.net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모/보호자는 언제든지 의료제공자 또는 클리닉에 연락하고 해
당 계정을 삭제하도록 요청하여 건강 관련 정보를 포함한 아동의 개인 정보 수집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동과 관련된
Merlin.net 계정이 삭제되지만 당사는 식별 정보가 제거된 집계 정보를 보존하며, 법에서 요구하는 특정 개인 정보를 보존해야 할 수 있
습니다.

+개인 사용자가 개인 정보 및 권리에 액세스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



모든 데이터 보호권 또는 개인정보 보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제공자 또는 클리닉에 연락해야 합니다. 당사는 ICM의 업로
드된 측정값을 고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거주지에 따라 (a) 당사가 가지고 있는 귀하에 대한 개인 정보에 액세스, (b) 당사가 가지고 있는 귀하에 대한 부적절한
개인 정보를 고치도록 요청, (c) 당사가 가지고 있는 귀하에 대한 개인 정보를 삭제, (d) 당사가 가지고 있는 귀하에 대한 개인 정보의 처
리를 제한, (e) 당사가 가지고 있는 귀하에 대한 개인 정보 처리에 반대 및/또는 (f) 귀하가 귀하의 동의를 근거로 구조화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계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 당사에 제공한 개인 정보를 수신하거나 이러한 개인 정보를 다른 회사에 전송되도록 할 권리가 있
습니다. Abbo�는 다른 회사의 시스템과 기술적으로 호환되는 시스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Abbo�가 귀하의 개
인 정보를 다른 회사로 직접 전송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은 자신에 대해 수집된 개인 정보에 액세스할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사는 아동의 부모/보호자로부터 아동의 개인 정보
에 대한 액세스 요청을 받은 경우, 아동의 부모/보호자에게 직접 대응하거나 아동의 주치의 또는 클리닉에 연락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
니다. 당사는 아동 스스로 액세스하든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액세스하든 아동의 정보에 액세스하려는 사람의 ID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권리의 행사를 요청하려면 귀하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귀하의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관리자인 의료제공자 또는 클
리닉에 먼저 문의하십시오. 당사가 귀하의 개인 정보 관리자인 경우 +연락처라는 섹션에 설명되어 있는 방법으로 당사에 문의할 수 있
습니다.

+Merlin.net에서 귀하의 정보 삭제

ICM을 이식한 경우 의료제공자는 Merlin.net을 통해 사용자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erlin.net에 등록하지 않기로 선택하
면 의료제공자가 귀하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없어 귀하의 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귀하가 Merlin.net에서 귀하의 정보를 삭제하고 싶을 경우, 의료제공자 또는 클리닉에 연락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Merlin.net에서
정보 삭제를 요청했는데도 여전히 ICM이 있는 경우, 의료제공자가 원격으로 심장 리듬을 모니터링할 수 없습니다. 의료제공자 또는 클
리닉이 Merlin.net에서 귀하의 정보를 삭제하면 당사는 식별 정보가 제거된 집계 정보를 보존하며 법에서 요구하는 특정 개인 정보를
보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의료 서비스 제공용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문의, 우려 사항 또는 불만 사항이 있거나 데이터 보호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 의료제공
자 또는 클리닉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당사의 개인정보 보호 관행에 대해 문의, 의견 또는 불만이 있는 경우, 당사 웹 사이트의 "연락처" 링크를 클릭하여 연락하거나
cnprivacy@abbo�.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또는 아래 주소로 당사에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A�n:  Privacy Officer, Abbo�, One St. Jude Medical Drive, St. Paul, MN 55117, USA
 
EEA, 영국, 스위스 사용자는 아래에서 해당 지역 섹션의 추가 연락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브라질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관행에 대한 문의, 우려 사항 또는 불만 사항이 있거나 +개인 사용자가 개인 정보 및 권리에 액세스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 섹션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 당사 웹 사이트의 "연락처" 링크를 클릭하여 연락하거나
privacybrasil@abbo�.com으로 Juliana Ruggiero(현지 DPO)에게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또는 아래 주소로 당사에 편지를 보낼 수 있
습니다.
 
A�n: Juliana Ruggiero Privacy Officer
Laboratórios do Brasil Ltda.
Rua Michigan 735, São Paulo/SP
CEP: 04566-905
 
 
당사로 연락할 때는 이 앱을 등록하는 데 사용된 이메일 주소와 귀하의 요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항상 포함해 주십시오.
 
+이 개인정보 고지사항의 변경

이 개인정보 고지사항은 정기적으로 검토됩니다. 당사의 개인정보 보호 관행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 개인정보 고지사항의 업데
이트 버전에 그러한 변경 사항을 반영합니다. 사용자는 다음번에 앱을 사용할 때 이 개인정보 고지사항의 업데이트에 대한 알림을 받게
됩니다.

당사는 이 개인정보 고지사항에 기술된 개인정보 보호 관행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기술적 발전, 법률 및 규제 변화와 모범 사
업 관행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른 귀하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예고 없이 이 개인정보 고지사항을 업데이트 및 수정할 권리가 있



습니다.

+국가별 규정

+미국

Abbo�는 이 앱을 의료보험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률 및 시행 규칙(총칭하여 "HIPAA")을 준수하여 귀하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료제공자의 사업 제휴자로서 운영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앱을 통해 수집되는 건강 관련 정보를 포함한 개인 정보는 HIPPA에서 통제
하며, 당사는 사업 제휴 의무 및 이 개인정보 고지사항 및 동의에 명시된 바에 따라 귀하의 개인 정보를 사용 및 공개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민법 제1798.83조에서는 캘리포니아 주민이 사업 관계를 맺은 특정 업체에 전년도에 직접 마케팅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식
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모든 제3자의 목록을 요청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Abbo�는 고객 요청에 1년 중 1회만 응답해야 합니다. 이
러한 요청을 하려면 Privacy Officer, Abbo�, One St. Jude Medical Drive, St. Paul, MN 55117로 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요청을 할 때
답장을 받기 위해 귀하가 캘리포니아 주민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현재 캘리포니아 주소를 알려 주십시오. 캘리포니아 개인정보 보호
권 요건에 모든 정보 공유가 해당되지는 않으며 해당되는 정보 공유만 당사의 답장에 포함됩니다.
 
Abbo�의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CCPA) 준수 및 CCPA에 따른 귀하의 권리에 대해 궁금한 점은
h�ps://www.abbo�.com/privacy-policy.html을 방문하십시오.
 
+아르헨티나

법률 제25.326호에 따른 감독 기관인 공공 정보 접근국에서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현행 규정의 위반 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모든 고소 및 고발 사항을 관할합니다.
 
+호주

개인정보보호법, 호주 개인정보보호 원칙("APP") 또는 당사에 적용되는 개인 정보 보호 코드의 위반과 관련해 불만 사항을 제기하고자
하거나 당사의 개인정보 고지사항 또는 당사가 귀하의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 또는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상기 세부
정보를 이용해 당사로 연락을 주시면 합당한 조사 단계를 거쳐 귀하에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진 후에도 당사의 응답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Office of the Informa�on Commissioner에 불만 사항을 제기하
실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불만 신고서 양식은 h�p://www.oaic.gov.au/privacy/privacy-complaints를 참조하거나 Informa�on
Commissioner 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1988(Cth)에서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가 사전 서면 고지 없
이 귀하의 개인 정보를 해외에 공개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당사는 귀하의 개인 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러한
공개를 수락하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 호주 개인정보보호 원칙 8.1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당사는 이러한 정보와 관련해 해외의 정
보 수신자가 APP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를 실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브라질

새로운 동의 수집이 필요한 이 개인정보 고지사항 업데이트의 경우, 귀하가 당사에 제공한 연락처를 통해 알림을 받게 됩니다.
 
동의: 건강과 관련된 개인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앱을 사용하려면 Abbo�의 동의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는 privacy@abbo�.com
으로 문의하여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법적 근거: Abbo�는 Lei Geral de Proteção de Dados(LGPD)에 명시된 다음 법적 근거에 따라 개인 정보
를 처리합니다.

서비스 관련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앱 계정을 만들 때 건강 관련 정보를 처리하는 데 동의

고객 지원 라인에 연락하여 성능 문제 해결 등의 질문이나 지원 요청에 응답하거나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제3자
처리자와 공유하는 데 필요한 경우 건강 관련 정보를 처리하는 데 동의

필요한 경우 앱을 통해 모바일 기기에서 진단/문제 해결 데이터(건강 관련 데이터 포함)를 공유할 때 성능 문제의 진단 및 문제
해결과 같은 지원 요청에 응답하는데 동의

건강 관련 정보를 포함한 개인 정보를 제3자 파트너와 공유하는데 동의

당사가 서비스 사용 및 상호 작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데이터를 식별 방지, 가명 처리, 집계 및/또는 익명 처리하는데 Abbo�
의 합법적인 사업 이익 및 동의

사용자의 권리: 귀하가 이메일로 +개인 사용자가 개인 정보 및 권리에 액세스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 섹션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려
고 당사에 연락하는 경우 그에 따라 이메일 제목을 붙여 주십시오(예를 들어 이메일 제목에 "수정 요청" 또는 "액세스 요청" 또는 해당



하는 경우 기타 권리). 당사는 적시에 또는 최소한 해당 법적 요건에 따라 합당한 모든 요청에 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는 Abbo�
의 개인 정보 처리에 대해 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현지 데이터 보호 당국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귀하는 이 개인정보 고지사항을 수락하거나 동의함으로써 개인 식별 번호 및 건강 관련 정보를 포함한 귀하의 개인 정보 수집 및 여기
명시된 모든 내용과 관련한 개인 정보 사용에 대해 안내받고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4세 미만 사용자는 보호자의 동
의를 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수집된 것을 발견한 경우 관련 데이터를 최대한 빨
리 삭제하도록 노력합니다.  귀하는 의료제공자에게 연락하여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철회하면 의료제공자가
귀하의 기기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없어 귀하의 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동의를 철회하면
Abbo�는 식별 정보가 제거된 집계 정보를 보존하며, 법에서 요구하는 특정 개인 정보를 보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건강 관련 정보를 포함한 귀하의 개인 정보의 수집 또는 사용이 다음과 같은 경우 특정 환경에서 건강 관련 정보를 포함한 귀하
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데 동의를 얻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법률 및 규정에서 부과된 의무의 이행 관련된 경우

국가 보안 또는 국방과 직접 관련된 경우

공공 안전, 공중 보건 또는 중대한 공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범죄 조사, 기소 또는 재판 또는 판결 집행 등과 직접 관련된 경우

개인의 기본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 동의를 얻는 일이 불가능한 경우(예: 생명과 재산에 대한 권리)

귀하 또는 귀하의 부모 또는 보호자(14세 미만 아동인 경우)가 공개한 개인 데이터와 관련된 경우

합법적인 뉴스 보고서 또는 공개된 정부 정보와 같이 합법적인 공개 출처에서 얻은 개인 데이터와 관련된 경우

귀하, 환자 또는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또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술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일과 같이 제품 또는 서비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는 데 필요
한 경우

귀하에게는 이 개인정보 고지사항에 따른 기타 권리 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 권리가 있습니다.

자동화만을 근거로 한 결정에 반대할 권리: 귀하는 특정 환경에서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만을 근거로 한 결정을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건강 관련 정보를 포함한 귀하의 개인 정보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거나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 먼저 의료제공자에게 문의하십
시오. 당사에 연락하시는 경우 의료제공자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적시에 해당 법적 요건에 따라 모든 합당한 요청에 응답하겠습니다.
당사는 3개월 내에 반복되는 요청에 합당한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고지사항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당사는 공
적 발표문 형식으로 수정 사항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 요청을 당사에 제출하더라도 부당한 요청이나 반복된 요청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의 경우 귀하의 요청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요청이 관련법 및 규정에 따른 당사의 의무와 관계가 있는 경우

귀하의 요청이 국가 안보 또는 국방 안보와 직접 관련된 경우

귀하의 요청이 공공 안전, 공중 보건 또는 중대한 공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귀하의 요청이 범죄 조사, 기소, 판결 및 집행 등과 직접 관련된 경우

귀하가 요청을 불성실하게 행하거나 귀하의 권리를 남용한다는 증거가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

귀하의 요청에 응하면 귀하 또는 타인 또는 기관의 법익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또는

귀하의 요청에서 당사의 영업 비Â을 언급한 경우

개인 정보 삭제가 법적 의무가 아니거나 귀하의 요청에 따르지 않는다면 Abbo�는 귀하가 이 앱과 Abbo�의 심장 관련 제품을 이용하
여 환자에 대한 치료 지침을 개선하기 위해 당사에 제공하는 건강 관련 정보를 포함한 개인 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에서 당사가 생성하고 수집한 건강 관련 정보를 포함한 개인 정보는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에 저장
됩니다. Abbo�가 전 세계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귀하의 개인 정보는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밖에 있는 법인에 의해
전송되고 액세스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건강 관련 정보를 포함한 귀하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측면에서 관련법 및 업계 관행을 준수하는 종합 보안 프로그램
을 마련했습니다. 당사는 이 개인정보 고지사항에 명시된 목적과 무관한 건강 관련 정보 등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상업적으로 합
당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이 계약에 따른 보존 기간 또는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만 건강 관련 정보를 포함한 귀하의
개인 정보를 보유할 것입니다. 당사는 관련법이 요구하는 경우 보안 위험에 대한 정보 및 개인 정보 보안 영향 평가를 업데이트 및 게시
할 것입니다.
 
건강 관련 정보를 포함한 귀하의 개인 정보와 관련된 보안 사건이 발생하면 당사는 이메일 또는 기타 이용 가능한 연락 방법으로 해당
사건 및 그 영향에 대한 일반 정보, 당사가 과거에 취했고 앞으로 취할 해결 조치, 위험 완화 및 해결 조치에 대한 조언과 함께 관련법에
서 요구하는 경우 적시에 귀하에게 알릴 것입니다. 당사는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건 및 해결 조치를 규제 기관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유럽 경제 지역, 영국, 케이맨 제도, 스위스, 태국

당사는 개인 정보 처리자로서 주치의 또는 클리닉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귀하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며 건강 데이터에 액세스하여 주치
의나 클리닉에 기술 및 고객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법적 근거: Abbo�는 GDPR에 명시된 다음 법적 근거에 따라 개인 정보 관리자로서 건강 관련 개인 정보
를 포함한 개인 정보를 처리합니다.

의료제공자에게 당사 계약에 따른 의료 진단을 지원해야 하는 경우 및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귀하에게 앱을 제공하
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

귀하의 동의 및 귀하가 Abbo�에 직접 연락 시 Abbo�와의 연락 내용을 기록하는 계약(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 및

의료제공자에게 고객 지원을 포함하여 당사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당사 계약에 따르며 EU 또는 의료 기기 시판 후 감시, 제품 개발 및 개선, 안전, 성능, 감시 등 품질 관리 목적을 포함하여 의료 기
기 사용 및 분류와 관련된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중 보건 분야의 공익을 위해 의료제공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법적 권리를 확립, 행사 또는 방어해야 할 경우 및

그 외 잠재적인 공익을 위해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경우

의료제공자가 Merlin.net에서 귀하의 환자 프로필을 생성한 경우, 귀하는 Abbo�가 개인 정보에서 식별 정보를 제거하고, 가명 처리하
고, 집계 및/또는 익명 처리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데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입니다. 당사가 식별 정보를 제거하거나 가명 처리한 데이터
또는 집계, 통계 및/또는 익명 처리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중 보건 분야의 공익을 위해 당사 기기 및 시스템의 품질, 보안 및 유효성을 개선하고 심장 관련 상태에 대한 혁신적이고 효과
적인 치료법 개발

통계 및 분석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제3자 연구원, 의료 기관 또는 공중 보건 당국에 공개

Abbo�의 합법적인 사업 이익을 위해 서비스 유효성 및 서비스가 제공되고 사용되는 방법을 평가

Abbo�의 합법적인 사업 이익을 위해 서비스의 기능과 업그레이드를 검증하고 이러한 서비스의 안전 및 보안을 모니터링 및 개
선

새로운 기능 또는 기존 기능을 포함하여 기기를 연구, 개발 및 테스트하고 제품 개발, 데이터 분석, 통계 및 조사 목적으로 서비
스 및 기기를 테스트 및 개선 및

서비스 및 기기가 의료비 정산이 가능하거나 그 외 사회 보장, 보험 또는 공적 자금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의료 공중 보건
분야의 공익을 위해

자세한 내용은 +연구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당사는 개인 정보 처리자로서 의료제공자를 대신하여 개인 정보를 처리합니다. 의료제공자는 유럽 연합 또는 국내법에 명시된 다
음의 법적 근거에 따라 귀하의 개인 정보를 처리합니다.

기기 및 귀하의 상태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지속적인 의학적 치료를 포함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제공자가 귀하에게 보
다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함

개인 정보에 대한 Abbo�의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여 서비스의 디버깅, 업그레이드, 서비스 또는 문제 해결 또는 데이터 해석과
관련된 지원 등 기술적, 임상적 지원을 포함하여 서비스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함

그 외 유럽 연합 또는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GDPR"은 EU 회원국 시행법에서는 유럽 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2016/679)을 가리키고, 영국의 경우 2018년 영국 데이터보호법
을 가리키며, 각 법은 때때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유럽 연합 밖의 국가를 위에 포함한 경우에는 이러한 국가에 GDPR과 잠재적
으로 비슷하거나 거의 같은 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는 미국으로 전송되어 저장됩니다. 귀하가 기술 지원을 요청하면, 미국 또는 스웨덴에 있는
당사의 원격 조치 팀만 귀하의 개인 정보(건강 관련 정보 포함)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 데이터는 EU 표준 계약 조항에 기
초하여 전송됩니다.  

데이터 보호 책임자: 당사 유럽 데이터 보호 책임자의 연락처 정보와 기타 유용한 연락처 정보는 www.eu-dpo@abbo�.com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권리: 귀하가 +개인 사용자가 개인 정보 및 권리에 액세스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 섹션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려고 당사에
연락하는 경우 그에 따라 이메일 제목을 붙여 주십시오(예를 들어 이메일 제목에 "수정 요청" 또는 "액세스 요청" 또는 해당하는 경우
기타 권리). 당사는 적시에 또는 최소한 해당 법적 요건에 따라 합당한 모든 요청에 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는 Abbo�의 개인 정
보 처리에 대해 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현지 데이터 보호 당국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EU 대리점

Pacese�er, Inc.는 다음 회사들을 해당 국가의 대리점으로 임명했습니다.
 

국가 대리점 이름 대리점 주소

오스트리아, 루마
니아

Abbo� Medical Austria Ges.m.b.H. Perfektastraße 84A 1230 Wien, Austria

벨기에, 룩셈부르
크

Abbo� Medical Belgium The Corporate Village, Building Figueras, Da Vinci
laan, 11 Box F1, Zaventem, Belgium

불가리아, 크로아
티아, 키프로스 공
화국,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몰타,
슬로바키아, 슬로
베니아

St. Jude Medical Coordina�on
Center

The Corporate Village, Building Figueras, Da Vinci
laan, 11 Box F1, Zaventem, Belgium

덴마크 Abbo� Medical Danmark A/S Produk�onsvej 14, 2600 Glostrup, Denmark

에스토니아 Abbo� Medical Estonia OÜ Mõisa 4/Vabaõhumuuseumi tee 3, 13522, Tallinn,
Estonia

핀란드 Abbo� Medical Finland Oy Vantaankosken�e 14, FI-01670 Vantaa, Finland

프랑스 Abbo� Medical France SAS 1-3, esplanade du Foncet, CS 90087, 92442 Issy les
Moulineaux Cedex, France

독일 Abbo� Medical GmbH Helfmann-Park 7, 65760 Eschborn, Germany

그리스 Abbo� Medical Hellas Limited
Liability Trading Company  (trade
name: Abbo� Medical Hellas Ltd.) 
In Greek: Άμποτ Ιατρικά Ελλάς
Εμπορική Εταιρεία Περιορισμένης
Ευθύνης and trading name of
Άμποτ Ιατρικά Ελλάς Ε.Π.Ε

Iroos Matsi & Archaeou Theatrou Str., 17456 Alimos-
Athens, Greece

헝가리 Abbo� Medical Korlátolt
Felelősségű Társaság

 (Abbreviated Name: Abbo� Medical
K�.)

Tóth Lőrinc utca 41. II. em., Budapest, 1126, Hungary

아일랜드 Abbo� Medical Ireland Limited Riverside One, Sir John Rogerson's Quay, Dublin 2
D02X576, Ireland

이탈리아 Abbo� Medical Italia S.p.A. Sesto San Giovanni, Milano, Viale Thomas Alva,
Edison 110 CAP 20099, Italy

리투아니아 UAB Abbo� Medical Lithuania Seimyniskiu str. 3, LT-09312 Vilnius, Lithuania

네덜란드 Abbo� Medical Nederland B.V. Standaardruiter 13, 3905 PT Veenendaal,
Netherlands



국가 대리점 이름 대리점 주소

노르웨이 Abbo� Medical Norway AS Gullhaugveien 7, Oslo, 0484, Norway

폴란드 Abbo� Medical spółka z
ograniczoną odpowiedzialnością. 

ul. Postepu 21B, 02-676, Warsaw, Poland

포르투갈 Abbo� Medical (Portugal) –
Distribuicao de Produtos Medicos,
Lda.

Estrada de Alfragide 67, Alfragide Edifico D,
Amadora, Portugal

스페인 Abbo� Medical España, S.A. Francisca Delgado No. 11, Núcleo 3 – 3º Arroyo de la
Vega, Alcobendas 28108, Spain

스웨덴 Abbo� Medical Sweden AB Isa�ordsgatan 15, 164 07 Kista, Sweden (Business
Office)
Jarfalla, PO Box 7051, 164 07 Kista, Stockholm,
Sweden (Registered Office)

 
+영국

2020년 유럽 연합 탈퇴법에 따라 유럽 연합법은 영국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당사는 귀하의 개인 정보를 미국으로 전
송할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현지 대리점은 Abbo� Medical U.K. Limited, Elder, Central Boulevard,
Blythe Valley Park, Solihull, B90 8AJ, UK입니다.
 
+알제리, 칠레, 콜롬비아, 모로코, 파키스탄, 파나마, 파라과이, 사우디아라비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니지

Abbo�에서 귀하의 개인 정보를 일반적으로 처리하려면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귀하는 이 개인정보 고지사항의 약관을 수락하거
나 동의함으로써 여기 설명된 대로 귀하의 개인 정보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귀하가 Merlin.net 계정을 삭제하고 싶을 경우
의료제공자 또는 클릭닉에 연락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계정을 삭제하면 당사는 식별 정보가 제거된 집계 정보를 보존하며, 법에서 요
구하는 특정 개인 정보를 보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Pacese�er, Inc.는 다음 활동을 포함하여 개인 건강 데이터를 호스팅하기 위해 ASIP Santé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1. 건강 데이터를 처리하여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 시스템의 물리적 인프라를 사용하는 물리적 장소의 운영 조건을 제공 및 유
지

2. 건강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 시스템의 물리적 인프라 운영 조건을 제공 및 유지

3. 정보 시스템의 응용 프로그램을 호스팅하기 위한 플랫폼의 운영 조건을 제공 및 유지

4. 건강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 시스템의 가상 인프라를 제공 및 운영 유지

5. 건강 데이터를 포함한 정보 시스템을 관리 및 운영

6. 건강 데이터를 저장

의학적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귀하의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관리자는 주치의/클리닉입니다.  15900 Valley View Court, Sylmar,
California 91342, United States of America에 위치한 Pacese�er, Inc.(St. Jude Medical, LLC 계열사 및 Abbo� Laboratories, Inc.의
완전 소유 자회사)는 개인 정보 관리자로서 (1) 귀하에게 이 앱을 제공하고, (2) 의료 기기의 안전, 품질 및 개선과 관련된 의무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하며, (3) 개인 정보에서 식별 정보를 제거하고, 가명 처리하고, 집계 및/또는 익명 처리한 후 연구를 수행하여 그 정보로 귀
하의 이름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연구를 수행하는 목적은 당사 제품 및 서비스가 사용되는 방법을 이해하고, 유효성을
측정하기 위함이며, 실제 근거 연구와 관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bbo�의 자체적인 개인 정보 이용, +의료 기기 및 기타 법적 요건,
+연구, 및 +개인 정보 보유를 참조하십시오. 현지 대리점은 Abbo� Medical France SAS., 1-3, esplanade du Foncet, CS 90087,
92442 Issy les Moulineaux Cedex, France입니다.
 
+일본

Abbo�에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개인 데이터"(이 개인정보 고지사항에서는 건강 관련 정보라고도 함)를 처리하고 건강 관련 정보를
포함한 귀하의 개인 정보를 일본 밖의 제3자에게 전송하는 데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일본 정부가 적정성 결정을 내린 EU 전송 사항
제외). 귀하가 이 개인정보 고지사항을 수락하거나 동의하면 여기 설명된 대로 건강 관련 정보를 포함한 귀하의 개인 정보의 처리에 동
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귀하는 의료제공자에게 연락하여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철회하면 의료제공자가 귀
하의 기기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없어 귀하의 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동의를 철회하면
Abbo�는 식별 정보가 제거된 집계 정보를 보존하며, 법에서 요구하는 특정 개인 정보를 보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귀하는 귀하의 개인 정보 처리에 대해 정보 규제 당국에 불만 사항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편지를 보낼 곳은 The Informa�on
Regulator, SALU Building, 316 Thabo Sehume Street, PRETORIA, 전화: 012 406 4818, 팩스: 086 500 3351,
inforeg@jus�ce.gov.za입니다.
 
+대한민국

귀하는 이 개인정보 고지사항을 수락하거나 동의함으로써 여기 설명된 모든 내용을 안내받고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4세 미만 사용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귀하가 Merlin.net 계정을 삭제하고 싶을 경우 의료제공자에게 연락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계정을 삭제하면 당사는 식별 정보가 제거된 집계 정보를 보존하며, 법에서 요구하는 특정 개인 정보를 보존해야 할 수 있
습니다.

이 개인정보 고지사항에는 Pacese�er, Inc.가 앱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집, 사용, 제3자 제공, 처리 위탁, 국가 간 전송하는 건강
관련 정보를 포함한 개인 정보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건강 관련 정보 등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아래의 모든 범주는 앱 및 서
비스 제공에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처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앱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는 이 개인정보 고지사항을 수락하거나 동의함으로써 다음의 모든 범주에 일괄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개인 정보 수집 및 처리, +의료제공자에게 서비스 제공 시 개인 정보에 대한 Abbo�의 액세스, +Abbo�의 자체
적인 개인 정보 이용, +의료 기기 및 기타 법적 요건, +연구에 설명된 건강 관련 정보를 포함한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사용에 대한
동의

(필요한 경우) +개인 정보 수집 및 처리, +의료제공자에게 서비스 제공 시 개인 정보에 대한 Abbo�의 액세스, +Abbo�의 자체
적인 개인 정보 이용, +의료 기기 및 기타 법적 요건, +연구에 설명된 건강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사용에 대한 동의

(필요한 경우) +데이터 보관, +당사의 개인 정보 공개, +개인 정보의 국가 간 전송에 설명된 대로 건강 데이터(민감한 데이터)를
제3자에게 국가 간 전송 및 제공하는 데 동의

귀하는 의료제공자에게 연락하여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철회하면 의료제공자가 귀하의 기기를 원격으로 모
니터링할 수 없어 귀하의 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동의를 철회하면 Abbo�는 식별 정보가 제거된
집계 정보를 보존하며, 법에서 요구하는 특정 개인 정보를 보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Abbo�에서 귀하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려면 +의료 기기 및 기타 법적 요건에 설명된 대로 당사가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를 제
외하고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귀하는 이 개인정보 고지사항의 약관을 수락하거나 동의함으로써 여기 설명된 대로 귀하의 개인 정
보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귀하가 Merlin.net에서 귀하의 정보를 삭제 하고 싶을 경우, 의료제공자 또는 클리닉에 연락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Merlin.net에서 귀하의 정보를 삭제하도록 의료제공자 또는 클리닉에 요청하는 경우, 당사는 식별 정보가 제거된
집계 정보를 보존하며 법에서 요구하는 특정 개인 정보를 보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고지사항의 종료 - 이 개인정보 고지사항은 ABBOTT가 귀하의 개인 데이터를 사용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귀하에게
공개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고지사항은 계약이 아니며 이어지는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myMerlinTM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

버전 날짜: 2021년 4월

이 계약의 제목은 오직 편의를 위해 작성된 것이며, 각 섹션을 제한하거나 정의하거나 전부 설명하지 않습니다.

1. 소개

2. 이 계약의 주요 용어

3. 개인 정보

4. 앱 및 Merlin.net™ Pa�ent Care Network의 백그라운드("Merlin.net™ PCN")

5. 앱 등록



6. 의학적 권고를 하지 않음

7. 제3자 제품 사용

8. 소유권

9. 라이센스 부여 및 범위

10. 라이센스 제한

11. 제한적 사용의 허용

12. 모바일 기기 호환성 요건

13. 앱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

14. 승인

15. 앱 계정 삭제

16. 이 계약의 변경

17. 앱 지원

18. 충돌 분석 데이터

19. 전송되는 데이터에 대한 동의

20. 종료

21. 당사의 보증 면책

22. 당사의 책임 제한에 대한 중요 정보

23. 손해 보전

24. 수출 통제

25. 고지 사항

26. 권리 양도

27. 방해 요인

28. 권리 포기

29. 가분성

30. 준거법

31. 완전한 합의

32. iOS 버전 앱 사용자인 경우 Apple 관련 약관

33. 추가 법률 용어

34. "Accept(수락)" 단추 클릭

1. 소개

이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계약")에 동의하고 myMerlinTM 앱 ("앱")을 설치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꼼꼼히 읽어 주십시오.  앱은
삽입형 심장 모니터("ICM")와 연결되어 해당 데이터를 Merlin.net™ Pa�ent Care Network("서비스")로 전송합니다.  이 앱을 통해 전
송된 데이터는 미국으로 보내져서 저장됩니다.

앱을 사용하려면 먼저 이 계약에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아래의 "ACCEPT(수락)" 단추를 클릭함으로써 귀하는 이 계약에 동의하게 됩니
다.  이 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앱 라이센스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앱을 사용(또는 사용하려고 시도)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이 계약을 수락하고 앱을 사용함으로써 귀하가 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정 연령이고 귀하 본인 또는 이 계약에 법적으로 구
속되도록 할 실질적 권한이 귀하에게 있는 타인을 대신하여 이 계약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앱을 아동이 사용할 경우 아동을 돌보는 부
모나 보호자가 반드시 이 계약을 읽어 보셔야 합니다.

귀하가 기업, 파트너십 또는 귀하가 관련된 기타 법인(이하 "조직")을 대신하여 또는 조직을 위해 앱을 설치, 사용 또는 액세스하는 개인
인 경우, 귀하는 본인과 조직을 대신해 이 계약에 동의하며 이 계약의 구속력을 해당 조직에 적용할 법적 권한이 귀하에게 있음을 진술
하고 보증합니다. 

이 계약에서 언급하는 "귀하" 또는 "사용자"에는 앱을 사용하는 개인과 (해당되는 경우) 그러한 조직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A) 6, 7 및 22 섹션의 책임 배제 및 제한과 (B) 21 섹션의 보증 부인을 읽어 주십시오. 이러한 섹션은 귀하의 구제 방법과 당사의
책임을 제한합니다.

이 계약은 귀하의 앱 사용에 관해 귀하와 Abbo� 사이에서 법적 구속력을 발휘합니다.  이 계약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모바일 기기에서 귀하의 앱 설치 및 사용(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버그 수정 또는 그에 따라 수정된 버전 포함) 및

앱 사용을 설명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하드 카피 또는 전자 형식으로 Abbo�에서 제공하는 설명서, 지침, 설명, 사양 또는 기타
자료("문서")

귀하는 모바일 기기에서 이 앱을 수락하고 사용함으로써 (a) 그러한 사용이 ICM과 앱의 평가 및/또는 임상적 사용과 관련된 것이고 (b)
이 앱을 임상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담당 의료제공자가 ICM을 처방했다는 사실에 동의하게 됩니다.  이 앱은 Abbo� ICM 전용으로 설
계되었습니다.

앱을 통해 액세스하는 정보에 기술적 오류나 오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앱은 예고 없이 변경되거나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언제든지 이 계약을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 내용은 이후 앱을 사용하는 동안 알려 드립니다. 귀하는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선택할 기
회가 있습니다.

2. 이 계약의 주요 용어

다음의 주요 용어는 이 계약에서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앱. myMerlinTM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ICM에서 데이터를 받아 전송하거나 ICM에서 Merlin.net™ Pa�ent Care
Network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전송 내역을 수동 전송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거나 앱에 들어 있는 건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개인 정보와 기타 모든 정보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앱에
입력하는 정보, ICM과 관련된 정보 또는 ICM에서 수집하여 앱을 통해 표시 또는 전송되는 정보, 모바일 기기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
다.

모바일 기기. 스마트폰 또는 휴대용 기기(개인 소유 기기 또는 클리닉 및/또는 의료제공자나 Abbo�가 또는 Abbo�를 대신하여 앱을 설
치하고 이용하는 데 사용되는 기기(예: Apple‡ iPhone‡ 모바일 디지털 기기 또는 Samsung‡ Galaxy‡ 모바일 디지털 기기)입니다.

사용자 및/또는 귀하. Abbo�의 ICM과 함께 앱을 사용하는 모든 개인 사용자.

당사 및/또는 Abbo�. Pacese�er, Inc. (Abbo� Laboratories의 완전 소유 자회사)입니다. "당사"는 서비스 수행에 도움이 되는
Pacese�er, Inc., St. Jude Medical LLC 및 Abbo� 계열사(예: 해당 지역의 Abbo� 계열사 및 Merlin.net™ PCN 기술 지원 센터 포함)를
나타냅니다. "당사"로 정의되는 어떤 것도 해당 지역의 Abbo� 계열사 또는 기타 Abbo� 계열사를 이 계약의 당사자로 포함해서 해석
하지 않습니다. 

"포함", "특히", "예를 들어" 또는 이와 유사한 구문 다음에 오는 모든 단어는 실례나 설명으로 간주되며 관련된 일반 용어의 보편성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3. 개인 정보

앱 및 서비스 사용은 앱 개인정보 고지사항에 따르며, 이 고지사항에는 앱 사용을 통해 당사에 제공하는 건강 관련 정보 등의 개인 정보
를 처리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유럽 경제 지역("EEA"), 영국, 멕시코 및 스위스의 사용자: 클리닉 및/또는 의료제공자는 앱 및 서비스를 통해 전송되는 건강 관련 데이
터를 포함한 개인 정보를 관리합니다. 클리닉 및/또는 의료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확인하고,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한 모든 질문
도 의료제공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앱 개인정보 고지사항에서 Abbo�의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ABBOTT는 앱 개인정보 고지사항에 나온 것처럼 지정되고 제한된 처리 용도로 건강 관련 데이터를 포함한 개인 정보를 관리합니다.
Abbo�가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식별 방지, 가명 처리, 집계 및/또는 익명 처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로 앱을 통한
귀하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 정보 처리에 동의하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언제든지 당사에 연락하여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
니다. 동의 철회는 철회 전 귀하의 동의에 따라 처리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ABBOTT는 동의 철회
와 관련된 개인 정보 처리만 중지합니다. ABBOTT는 EEA, 영국, 스위스 또는 기타 해당 사법 관할권의 의료 기기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
크 준수와 같이 계약 또는 기타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에 개인 정보를 처리합니다.

4. 앱 및 Merlin.net™ PCN의 백그라운드

Abbo�는 ICM의 제조업체입니다. ABBOTT가 이 앱을 개발했으며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관련 승인 및/또는 등록을 보유합니다.



앱을 이용하면 ICM에서 수집되고 앱을 통해 업로드되는 정보를 보안 처리되고 비공개로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에 즉시 자동 전송할
수 있습니다.  Merlin.net™ PCN을 통해 의료제공자는 심장이 다르게 뛰기 시작하는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가벼운 두통을 느끼거나
실신할 거 같거나, 숨가쁨, 두근거림,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는 것과 같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경우 앱을 사용하여 자신의 증상을
캡처할 수도 있습니다.  앱은 의료제공자가 지정한 설정에 따라 심장 리듬을 클리닉으로 자동으로 보냅니다.  앱을 이용하면 의료제공자
가 귀하의 심장 리듬 및 증상을 모니터링하여 치료 방법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귀하가 클리닉을 직접 자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모바일 기기를 WiFi 또는 셀룰러/모바일 데이터에 연결하고 Bluetooth®
[1]

 무선 기술을 "켜짐" 상태로 유지하여 ICM과 앱이 페어링
되고 통신하도록 해야 하며, 앱을 사용하여 의료제공자가 심장 리듬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앱 등록

등록하려면 앱 화면을 통해 생년월일 및 ICM의 일련번호, Merlin.net™ PCN의 환자 프로필 정보, 즉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등록 정
보")를 포함한 일부 개인 정보를 앱에 입력해야 합니다.  ICM에 앱을 나중에 페어링하려는 경우(예: 새 스마트폰 구입), 앱을 사용하려면
권한 부여 코드를 가져와 ICM에 앱을 페어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에 등록할 때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것에 동의합니다.
귀하는 앱이 개인용으로 개별 사용하도록 설계되고 제작되었음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등록 정보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는 곳을 포
함하여 앱 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 인시던트 또는 보안 위반을 알게 되면 즉시 저희에게 알려야 합니다.

6. 의학적 권고를 하지 않음

앱이나 앱을 통해 사용 가능한 서비스 모두 환자 건강 서비스가 아닙니다. 사용자는 앱이 의료제공자가 귀하의 ICM을 모니터링할 수 있
도록 하는 정보 관리 서비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앱은 전문적인 의학적 권고를 대체할 수 없으며, Abbo�는 앱을 통한 건
강 관리 서비스 제공자가 아닙니다. 개인은 항상 심장 상태와 관련된 궁금한 점이나 우려 사항을 포함하여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이 생
길 경우, 자격을 갖춘 의료 관계자와 상담해야 합니다.  데이터 또는 앱에 전송되거나 포함된 기타 정보로 인해 전문적인 의학적 권고를
거부하거나 자문 받는 것을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판독값이 불규칙하거나 심장과 관련된 건강 상태에 변화가 생긴 경우 의료제공자가
설정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당사는 사용자에게 의학적 권고 또는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응급 의료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제공자 또는 해당 지역의 응급 서비스로
전화해야 합니다. ABBOTT는 귀하의 측정값 변경 사항을 개별 의료제공자에게 통지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기술 지원 담당자는 앱에서
액세스 가능하거나 앱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의 내용, 의미 또는 가능한 결과에 대해 귀하에게 말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습니다.

이 앱은 개인과 의료제공자가 정보, 분석 및 통신을 통해 환자의 심장 리듬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데이터를 전달하고,
피드백을 제공하고, 검사 및 치료 옵션에 대해 논의하고 권장할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와 귀하의 의료제공자에게 있습니다. ABBOTT는
특정 검사, 제품, 절차 또는 의견을 권장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앱으로 전송되거나 앱에 저장된 정보 또는 ABBOTT 직원, 대리인 또
는 공급업체에게서 받은 정보에 근거하여 내린 결정은 전적으로 귀하의 책임입니다.

EEA, 영국 및 스위스 사용자:  앱에서 사용 가능한 정보는 전자 의료 기록이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귀하의 재량에 따라 앱을 통해 수집
된 정보를 의료 기록에 추가하려면 인쇄하여 의료 기록에 추가할 해당 정보의 사본을 얻을 수 있습니다.

7. 제3자 제품 사용

제3자는 앱 및/또는 ICM과 호환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Abbo�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무단 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모바일 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BBOTT는 앱 또는 ICM과 승인되지 않은 제3자 제품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한 책임은 귀하에
게 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제3자 제품은 ABBOTT의 통제 범위를 벗어납니다. ABBOTT는 이러한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
러한 제품의 유효성, 정확성, 신뢰성 또는 상태에 대한 어떠한 클레임도 하지 않으며 승인되지 않은 제3자 서비스, 소프트웨어, 앱 또는
기타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소유권

귀하는 Abbo�, 계열사, 공급업체 또는 라이센스 제공자가 앱, 문서 및 개선되고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되고 수정되고 사용자 지정되
거나 추가된 모든 법적 권리, 소유권 및 이권을 소유하거나 허가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여기에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
스, 앱을 구현하는 데 사용되는 스크립트 및 소프트웨어, 앱의 일부로 및/또는 앱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제공되는 모든 소프트웨어 또는
문서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지적 재산권이 포함됩니다. 이 계약의 취지상 "지
적 재산권"은 모든 저작권, 특허권, 영업 비Â, 상품외장, 상표권, 디자인권, 영업권, 디자인, 기술, 작품에 대한 권리, 컴퓨터 소프트웨어
에 대한 권리(소스 코드 포함), 데이터베이스, 이와 유사하거나 동등한 권리 또는 보호 형태를 의미하며 전 세계에 지금 알려졌거나 향후
발명될 모든 미디어에 유효합니다. 귀하는 그러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문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삼가는 데 동의합니다.



귀하는 해당 지적 재산권 및 기타 법률(저작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로 보호되는 독점 및 기Â 정보(소프트웨어 코드 포함)가
앱에 포함되어 있음에 동의합니다.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는 그러한 독점 정보나 자료를 어떤 방식으
로도 사용하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거나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앱의 어떤 부분도 어떤
형태나 수단으로도 복제할 수 없으며 제품 식별, 저작권 고지 또는 소유권 제한을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앱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이
계약의 제한 사항(또는 여기 명시된 라이센스의 기타 위반)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귀하는 그러한 행위가
Abbo�, 계열사 및/또는 라이센스 제공자에게 즉각적이고 상당한 손해를 야기할 것이고 금전적 손해 배상은 부적절한 구제책이며 금지
명령구제를 그러한 위반의 적절한 구제책으로 삼는 데 동의합니다.  독일 사용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귀하의 권
리는 전술한 내용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일부 조항은 특정 국가/주/도/관할 지역에서 유효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의 확
인 조항 및 조건이 일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제리 사용자:  앱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이 계약의 제한 사항(또는 여기 명시된
라이센스의 기타 위반)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5일 동안 위반 사항을 해결하지 않는 한, 5일 전에 통지한 내용이 만료되면 이 계약은 자동
으로 종료됩니다.

앱의 구조, 구성 및 코드는 Abbo�, 계열사 및/또는 라이센스 제공자의 귀중한 영업 비Â 및 기Â 정보입니다. 앱에서 제품 식별, 저작권
고지 또는 소유권 제한을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에게는 소스 코드 형태의 앱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Confirm Rx™, Jot DX™, myMerlin™ 및 Merlin.net™과 관련 브랜드 마크, 는 여러 관할 지역에서 Pacese�er, Inc.의 상표("Abbo� 상
표")입니다.  이 계약 조건에 따라 Abbo� 상표를 사용하여 파생된 모든 영업권은 Pacese�er, Inc.의 이익을 위해서만 유효합니다. 앱
사용 중 포함되거나 액세스되는 기타 제3자 상표는 각 소유자의 상표이며, 이러한 상표와 관련된 모든 영업권은 해당 상표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위에 언급된 상표에 대해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라이센스 또는 권리도 부여되지 않으며, 귀하는 앱 또는
Merlin.net™PCN에 부착되거나 포함될 수 있는 소유권 고지(상표 및 저작권 고지 포함)를 제거하거나 숨기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는 것을 제외하고 Abbo�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Abbo�의 상표, 상표 이름 또는 상품외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Abbo�, 계열사, 공급업체 및 라이센스 제공자는 이 계약에서 귀하에게 명시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모든 권한을 보유합니
다. 

앱의 일부에는 지적 재산권이 존속하는 제3자 제공자의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3자 자료의 라이센스 제공자는 모든 지적
재산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제3자 자료와 사본 및 그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지분을 보유합니다.  앞서 언급한 승인이
특정 국가/주/도/관할 구역에서 효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 자료 및 관련 권리의 사용은 귀하가 승인합니다.

이에 반해 ABBOTT는 앱, 문서 또는 기타 기술, 정보 또는 자료의 소유권 또는 지적 재산권을 사용자에게 양도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Abbo�, 계열사 및 라이센스 제공자 간에 앱, 문서 및 모든 기술, 정보 및 자료와 해당하는 모든 사본 또는 수정과 관련된 권리, 소유권
및 지분의 독점권을 보유하며 앞서 언급한 모든 사항에 대한 모든 지적 재산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9. 라이센스 부여 및 범위

ICM과 함께 사용할 앱의 가능성과 귀하의 사용을 평가할 목적으로만 모바일 기기에 이 앱을 다운로드하여 앱과 서비스를 보고 사용하
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Abo�에서 앱 사용을 허가하고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이 계약을 준수하고 Abbo�에서 앱 사용을 허용한 경우
에 한해 제한적, 비독점적, 취소 가능, 양도 불능, 재실시불가 원칙에 근거하여 비상업적인 개인 용도를 위해서만 모바일 기기에 앱을 설
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하 '라이센스"로 지칭).  이 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즉시 앱 사용을 중단하고 모바일 기기에서 앱
을 제거(설치 제거 및 삭제)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부여된 라이센스는 어떠한 소유권, 지분 또는 지적 재산권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귀하에게는 앱, 문서, 지적 재산권 또는 기타
기술,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 계약의 조건에 따라 지적 재산권을 사용하여 파
생된 모든 영업권은 전적으로 Abbo�, 계열사 및/또는 라이센스 제공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유효합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이 특정 국가/주/도/관할 구역에서 효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기에 명시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권리는 ABBOTT,
계열사, 공급업체 및/또는 라이센스 제공자가 보유합니다. 귀하는 여기에 명시적으로 허용된 대로만 앱을 사용할 것에 동의합니다. 독
일 사용자:  앞서 언급한 내용은 독일의 해당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범위 내에서 독일 사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0. 라이센스 제한

이 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거나 현지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는 다음 행위를 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a. 귀하가 소유 또는 제어하지 않거나 합법적인 액세스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모바일 기기에서 앱을 사용합니다.

b. 제3자의 동의 없이 제3자의 ICM에 앱을 연결합니다.

c. 앱이나 설명서 또는 그 일부를 어떤 형태로든 인터넷이나 다른 사람에게 복사, 복제, 재게시, 업로드,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
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d. 앱을 배포, 판매, 임대, 재라이센스, 대여, 변형, 양도, 병합, 변경 또는 수정합니다.

e. 앱의 일부나 전체를 변조 또는 수정하거나 앱 또는 그 일부를 다른 프로그램에 결합하거나 포함합니다.



f. 앱 일부나 전체를 디스어셈블, 디컴파일 또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코딩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소스 코드를 취득 또
는 검사하거나 문서를 디자인합니다.

g. 이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앱 또는 문서에 대한 권리를 판매, 임대, 대여, 할당, 라이센스 허여, 재라이센스
허여, 배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앱은 다른 최종 사용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앱이 설치된 모바일 기기를 다른 사용자에게
양도할 경우 제거해야 합니다. 앱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전송하는 데이터는 귀하에게만 귀속됩니다. 다른 최종 사용자가 앱을
사용하려면 앱을 기기에 직접 다운로드하고 새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h. 모든 제품 식별, 소유권 제한, 저작권, 상표, 서비스 표시, 설명 또는 앱 사용 중 표시되는 기타 고지 사항을 제거, 수정하거나 숨
깁니다.

i.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누구에게나 앱 전체나 일부(개체 및 소스 코드 포함)를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합니다.

j. 상업적인 공동 소유 또는 제3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상업적 목적으로 앱을 사용합니다.

k. 당사가 구현한 보안 또는 데이터 보호 조치를 우회하거나 억제하려고 하지 않고 앱 보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작업도 하
지 않습니다. 그리고

l. 이 앱의 경쟁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발, 홍보, 배포, 판매 또는 지원하기 위해 앱의 어떠한 부분도 액세스,
사용 또는 복사하지 않습니다.

11. 제한적 사용의 허용

앱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모든 활성 및/또는 세션 코드나 암호를 기Â로 유지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2. 불법적인 방식, 불법적인 목적 또는 이 계약에 반하는 방식으로 앱을 사용하거나, 바이러스 또는 유해한 데이터 등의 악성 코드
를 앱 또는 운영 체제에 삽입하거나 해킹하는 등의 사기 행위 또는 악의적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3. 귀하가 아동의 부모, 보호자 또는 허가받은 간병인이 아닌 경우 18세 미만 또는 현지 법에서 정의한 연령의 아동을 포함해 타인
의 개인 정보를 불법, 유해, 불법 행위나 그 외 기타 불쾌함을 유발하거나 침입할 수 있는 데이터 또는 기타 정보를 업로드, 다운
로드, 이메일, 전송, 저장 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4. 타인인 척하거나, 귀하의 신상, 나이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허위로 진술하거나, 다른 사람의 ICM에서 데이터를 연결하거
나 수집하기 위해 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Abbo�는 귀하의 신원이 도용 또는 허위로 사용되었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 또는 신
원을 잘못 사용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데이터를 도용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계정 또는 이메일 주소를 거부하거나 차
단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5. 당사 또는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업로드 권한이 없는 모든 콘텐츠 업로드 포함) 정보 보호, 채용 또는 비공개 계약
을 위반하여 비Â 정보 또는 영업 비Â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6. 당사 시스템 또는 보안을 손상, 억제, 과부하, 약화 또는 해치거나 다른 사용자를 방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앱을 사용하지 않습니
다.

7. 데이터 전송을 포함해 불건전, 불법 또는 위법 행위, 데이터 보호, 개인 정보 보호 및 의료 보안에 대한 모든 관련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앱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8. 앱 또는 당사 시스템에서 어떠한 정보나 데이터(이 라이센스에서 정한 데이터 제외)를 수집하거나, 서비스를 실행 중인 서버와
의 전송 내용을 해독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앱 또는 의도적 또는 의도하지 않은 기타 행동으로 Abbo�의 서비스 제공 능력을 위협하는 경우, ABBOTT는 앱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으며 여기에는 앱 액세스 중단 또는 앱 계정 해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12. 모바일 기기 호환성 요건

앱은 다음과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Apple‡ iOS‡ v13.0 이상 운영 체제 또는 Google‡ Android‡ v9.0 이상 운영 체제

인터넷 연결(Cellular, Wi-Fi)

Bluetooth®1 4.0 무선 기술 이상(Bluetooth®1 저에너지 무선 기술)

앱을 사용하려면 다음을 포함하여 모바일 기기에서 특정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앱 백그라운드 데이터

"위치 확인 권한 항상 허용"을 켬(Android 전용)

"알림" 허용



또한 자동 앱 업데이트 또는 업데이트 허용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바일 기기 기능 및 앱 사용에 대한 전체 권장 사항 목록을 보려면 앱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13. 앱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

앱 스토어 제공자를 통해 수시로 앱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에 따라 최신 버전의 앱을 다운로드하고 적용되는 새 사용
약관을 수락해야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bbo�에서 업그레이드로 식별한 앱 버전을 사용하려면, 먼저 Abbo�에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것으로 식별된 기존 앱을 사용하도록 라이센스를 허가받아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후에는 더 이상 업그레이드 자격의 기반이 된 앱
버전을 사용할 수 없으며,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는 이 계약에 따라 라이센스가 부여된 앱으로 간주됩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은 독일
의 해당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범위 내에서 독일 사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계약은 Abbo�가 업데이트 또는 보충 자료와 함께
다른 조건을 제공하지 않는 한, 각 앱 버전의 모든 업데이트 또는 보충 자료에 적용됩니다. 업데이트 또는 보충 자료와 관련하여 제공된
다른 약관과 이 계약이 상충하는 경우 해당 약관이 우선합니다. 이 섹션 13에서는 Abbo�가 별도로 가격을 책정한 새로운 기능과 특징
또는 향후 제품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4. 승인

a. 별도의 약관이 제공되지 않는 한, 앱(앱 업데이트 포함)에는 이 계약이 적용됩니다.

b. 앱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하는 경우, 귀하는 본인이 앱 사본에 액세스하여 다운로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의 소유
자이거나 이러한 기기의 소유자로부터 허가를 얻었음을 진술합니다. 모바일 기기에서의 인터넷 액세스 또는 데이터 사용에 대
해 귀하 및 기기 소유자의 서비스 제공자가 귀하와 기기 소유자에게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앱 사용 및 앱
사용과 관련되거나 모바일 기기와 관련된 모든 요금, 수수료 또는 세금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이는 귀하가 기기의
소유자인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c. 이용 가능한 가장 최신 버전의 앱을 모바일 기기에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d. 귀하는 앱을 수신, 액세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Abbo�에서 제공하지 않는 모든 하드웨어 및 모든 통신 및 기타 소모품 또는
서비스를 입수, 유지 보수 및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e. 귀하의 클리닉 또는 의료제공자가 귀하에게 앱이 포함된 모바일 기기("송신기")를 제공한 경우, 귀하는 해당 모바일 기기가 여
전히 Abbo�의 재산이며 귀하는 해당 모바일 기기를 개조, 강화 또는 변경하려고 시도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f. 앱을 사용함으로써 귀하는 데이터 전송을 포함한 인터넷 전송 내용이 완벽하게 보안되거나 비공개로 보호되지 않음을 인정하
고 동의하게 됩니다. 귀하는 특정 전송 내용이 암호화된다는 특별 고지가 있더라도 인터넷 전송 내용을 다른 사람이 읽거나 가
로챌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g. 귀하는 앱 또는 앱의 기능 또는 그 일부가 일부 언어 또는 일부 국가에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Abbo�가 앱 또는 앱의 기능
또는 그 일부가 특정 위치에서 적합하거나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15. 앱 계정 삭제

언제든지 앱을 삭제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의료제공자가 Merlin.net™ PCN에 자체 계정을 설정하여 사용자별 환자 프로필
을 생성할 수 있으며, 앱 삭제는 귀하의 의료제공자가 생성한 계정 또는 환자 프로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BBOTT는 앱
정보를 유지, 저장 또는 백업할 책임이 없습니다.  보존하고자 하는 모든 정보를 유지, 관리, 저장 및 백업(전자식 및/또는 하드 카피 사
용)할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습니다. ABBOTT는 귀하의 정보에 대한 무단 액세스, 사용 또는 변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앱 정보를 전자 메일로 보내거나, 백업하거나, 스크린샷을 찍거나 개인 정보 또는 보고서를 제3자와 공유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암호화
되지 않을 수 있으며 ABBOTT는 해당 정보의 보안 또는 개인 정보 보호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해당 정보 보안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법에 의해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귀하는 귀하의 앱 계정을 양도할 수 없으며 앱 또는 앱
에 저장된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귀하가 사망 시 종료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앱 삭제 외에도 Abbo�의 개인 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려면 이 계약의 섹션 3에 있는 지침을 따르십시오.

16. 이 계약의 변경

당사는 귀하가 다음에 앱을 사용할 때 화면에 개정된 계약을 표시하고 앱을 계속 사용하려면 계약 내용을 읽고 명시적으로 동의하도록
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변경 사항을 알림으로써 이 계약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락할 경우 이러한 조건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지만, 이러한 변경 사항을 포함하는 개정된 계약을 게시한 날짜 이전에 발생한 Abbo�와 귀하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는 적
용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그러한 변경 사항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이 계약 및 귀하의 앱 사용을 종료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
는 Abbo�가 앱의 수정 또는 중단에 대해 귀하 또는 제3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데 동의합니다.

독일 사용자: 앱이 시작되면 이 계약의 변경 사항에 대한 알림이 표시됩니다.  Abbo�에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Abbo�가 동의한 전자적
수단으로 알리지 않는 한, 귀하가 변경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변경 사항이 발표되면 이 사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변경 사
항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변경 관련 알림을 받은 후 6주 이내에 동의를 취소해야 합니다. 



EEA, 영국 및 스위스 사용자: 앱에 로그인하면 이 계약의 변경 사항에 대한 알림이 표시됩니다. Abbo�에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Abbo�
가 동의한 전자적 수단으로 알리지 않는 한, 귀하가 변경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변경 사항이 발표되면 ABBOTT는 이 사실
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변경 사항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변경 관련 알림을 받은 후 6주 이내에 동의를 취소해야 합니다. 동의
하지 않는 경우 ABBOTT는 4주 전에 통지하여 앱 계정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외에 이 섹션 16은 EEA, 영국 및 스위스에 있는 사
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제리 사용자: 계약의 필수 요소 또는 서비스 특성과 관련하여 이 섹션 16에 언급된 변경 사항은 당사가 5일 전에 변경 사항을 통지하
고 귀하가 통지 기간 동안 해당 변경 사항을 수락할 때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17. 앱 지원

무료 기술 지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식 후 당사 상담원이 앱 사용 관련 교육, 앱과 모바일 기기의 페어링, 앱과 모바일 기기의 기본 문
제 해결을 비롯하여 앱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앱에 대한 기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당사 고객 서비스에 직
접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의견, 제안 등과 같은 피드백 데이터를 포함하여 앱 지원을 받기 위해 제공한 모든 데이터, 의견 또는 자료("피드백")는 비독점적
이며 기Â 사항이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ABBOTT는 그러한 피드백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으며, 건강 관련 데이터를 포함
한 개인 정보(피드백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이 계약의 섹션 19를 따름)를 제외하고는 제한 없이 자유롭게 다른 사람에게 피드백을 재생산,
사용, 공개, 제시, 표시, 전달, 2차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배포할 수 있습니다. ABBOTT는 그러한 피드백이 포함된 제품의 개발, 제조 및
마케팅을 포함하여 어떠한 목적으로도 해당 피드백에 있는 아이디어, 개념, 노하우 또는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8. 충돌 분석 데이터

ABBOTT는 앱을 지원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앱이 충돌하거나 특정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할 때 보고합니다. 이 보고 기능은 앱 소프트
웨어에 기본 제공됩니다. 정상적인 사용 중에 앱이 충돌하거나 특정 전송 오류가 발생하면, 앱은 문제에 대한 특정 정보를 Abbo�에 보
냅니다. 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bbo�가 받는 일부 정보에 귀하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거나 귀하의 개인 정보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수신되는 한 ABBOTT는 항상 관련법을 준수합니다.

19. 전송되는 데이터에 대한 동의

a. 당사는 귀하가 앱을 통해 서비스로 전송한 데이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개인 정보를 당사에 공개함으로써 귀
하는 앱 및/또는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포함하여 당사에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해당 데이터를
사용, 배포, 재생산, 수정, 조정, 정보 작성, 게시 및 번역할 수 있는 로열티가 없는 비독점 전 세계 라이센스를 당사에 부여합니
다.

b. 귀하는 이 계약을 통해 당사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서비스에서 도출된 정보를 집계, 익명 처리, 가명 처리하거나 식별 정보를
제거하여 제휴사와 제3자 연구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당사의 심장 및 의료 기기 및 시스템의 품질, 보안 및 유효성을 개선하고 공중 보건을 위해 심장 관련 상태에 대한 혁신
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개발

당사 제품 및 서비스가 사용되는 방법을 이해하고, 성능 및 유효성을 측정하고, 향후 제품을 개선하고 실제 근거 연구와
관련지으며, 당사와 계열사의 통계 및 분석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제3자 연구원, 의료 기관, 전문 의료인 또는 공중 보
건 당국에 공개

앱과 서비스의 제공 및 사용 방법과 효율성(지리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정보 포함) 평가

앱과 서비스의 기능 및 업그레이드를 검증하고 이러한 앱과 서비스의 안전 및 보안을 모니터링 및 개선 및 새로운 기능
또는 기존 기능을 포함하여 의료 기기를 연구, 개발 및 테스트하고 제품 개발, 데이터 분석, 통계 및 조사 목적으로 앱, 서
비스 및 Abbo� Medical 기기를 테스트 및 개선

20. 종료

이 계약은 귀하가 이 계약을 수락할 때 효력이 발생하며, 종료되지 않는 한 계속됩니다.  이 계약의 섹션 15에 설명된 대로 언제든지 앱
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 계약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 계약은 추가 통지 없이 즉시 종료됩니다. Abbo�
는 이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예고 없이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Abbo�는 귀하가 이 계약 문서 또는 계약 취지를 위
반하거나 일관성 없는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ABBOTT는 앱 사용을 중단하기
로 선택했거나 앱, 서비스 및/또는 ICM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앱에 대한 지원 제공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경우:

a. 귀하는 이 계약에서 허용하는 모든 활동을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데이터에 액세스하기 위한 앱 사용을 포함하여 더 이상 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은 독일의 해당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범위 내에서 독일 사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b. ABBOTT는 귀하 또는 제3자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해당 자료에 대한 추가 액세스를 제공할 의무 없이 앱, 등록 정보 및 모든
관련 자료에 대한 귀하의 액세스를 즉시 중단, 비활성화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c. 모든 앱 및 문서 사본의 사용을 중단하고 제거하고 파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d. 라이센스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따라 귀하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는 중단됩니다.

알제리 사용자:  귀하가 본 계약의 조건을 위반 및/또는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과실 또는 의무 이행 거부로 인해 해당 위반
을 해결할 수 없거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위반에 대한 시정 종료를 5일 전에 통지합니다.  Abbo�이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5일 전에 종료를 통지하고 의무적인 알제리 법률에 따라 그러한 종료에 대해 보상할 것입
니다.  Abbo�는 귀하가 이 계약 문서 또는 계약 취지를 위반하거나 일관성 없는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면 귀하의 과실 또는 의무
이행 거부로 인해 해당 위반을 해결할 수 없거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위반에 대한 시정 종료를 5일 전에 통지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ABBOTT는 앱 사용을 중단하기로 선택했거나 앱, 서비스 및/또는 ICM이 더 이상 제공
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앱에 대한 지원 제공을 종료할 수 있으며 해당 위반에 대한 시정 종료를 5일 전에 통지합니다.

 

21. 당사의 보증 면책

이 앱으로 ICM에서 Merlin.net™ PCN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의료제공자가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앱 사용으로 인한 위험이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며 만족스러운 품질, 성능, 정확성 및 노력과 관련된 모든 위험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앱은 제조업체의 승인된 커널, 시스템 구성 또는 사용 제한을 제거, 교체 또는 우회하거나 제조업체의 보증을 위반하도록 변경하거나 사
용자 지정한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앱을 사용하면 다른 소프트웨어 및 기기의 작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앱을 위해 생성되거나 앱에 포함된 모든 콘텐츠는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앱의
용도는 의료 시술이나 의료 치료 또는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개별적 의료 서비스 또는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법률, ABBOTT, 계열사 및 제3자 제공업체가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앱과 서비스는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없이 어떠한 고장과
결함도 "있는 그대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제공됩니다. 이에 따라 권리 및 비침해에 대한 보증, 상품성, 특별한 목적 및 품질에 대한
적합성, 바이러스가 없음에 대한 묵시적 보증, 의무 또는 조건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명시적, 묵시적 또는 법적인 기타 모든 보
증과 조건을 부인합니다. ABBOTT 또는 ABBOTT 공인 대리점이 제공한 구두 또는 서면 정보나 조언은 보증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앱은 전문적인 의료 판단, 직접적인 의료 지도 또는 응급 상황 개입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는 응급용 또는 실시간 경보 또는 시간이
관건인 데이터의 전송 또는 표시를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환자 의료 진단 및 치료는 적절한 전문 의료인이 수행해야 합니다.
ABBOTT 또는 해당 계열사 중 어느 것도 사용자가 앱 및 문서 내용에 따라 결정한 결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상해 또는 사용자가 내리는
모든 진단, 결정 또는 평가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당사는 앱에 로컬로 저장하는 데이터, ICM과 앱 사이에 Bluetooth®1 무선 기술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등 상업적으로 타당한
데이터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인터넷에 연결되고 앱에 포함된 시스템, 모바일 기기 또는 스마트 기기에 저장되거나 이를 통해 전
송되는 모든 정보가 보호 및 보안 처리되거나, 정확하거나 손상되지 않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ABBOTT는 귀하 또는 제3자나 귀하가
앱에 저장한 데이터에 의해 생성된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 또는 적시성에 관한 진술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ABBOTT는 이러한 데이터에 기반한 모든 정보가 정보 공개에 필요한 정부 규정을 준수한다는 진술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Abbo�, 계열사 및 제3자 제공자는 앱에 포함된 기능이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거나 작동이 중단 또는 오류 없이 작동하거나 모든
오류가 수정된다는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앱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은 소프트웨어는 버그가 생기기 쉽고 다른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
드웨어와 호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장으로 인해 사람이나 유형 또는 무형 자산에 심각한 손상이나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응용 프
로그램에는 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ABBOTT는 제3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또는 앱에 표시된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한 어떠한 보증이나 진술도 제공하
지 않으며, ABBOTT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ABBOTT는 사기 또는 중대 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의 이행 과
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ABBOTT 또는 그 계열사, 대리인, 양도인 또는 제3자에 대한 조치 또는 클레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
임을 부인합니다.

일부 국가/주/도/관할 지역에서는 암시적 보증 기간 동안 제한이나 암시적 보증의 배제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위의 부인은 귀하에게 완
전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보증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귀하는 해당 보증의 범위 및 기간이 해당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데 필요한 최소 범위에 있음에 동의합니다.

독일 및 스위스 사용자:  독일 및 스위스 사용자에 대한 이 하위 섹션 외에 섹션 21은 독일 및 스위스 사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앱 및 서비스는 독일 및 스위스 사용자에게 "있는 그대로" 그리고 "사용 가능한" 상태로 제공됩니다. 당사는 앱과 서비스의 가용성
에 대한 광범위한 다운타임과 중대한 장애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앱 또는 앱에 포함된 모든 기능의 오류가 없고 중단 없는
접근성과 가용성을 보증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법적 보증 권리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국 사용자: 이 섹션 21의 어떤 내용도 만족스러운 품질, 목적을 위한 적합성 또는 설명의 정확성과 관련한 법정 보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호주 사용자: 섹션21의 어떠한 내용도 2010년 경쟁 및 소비자 법(Cth)의 소비자 보증에 관한 귀하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당사 제품 및 서비스에는 호주 소비자법에 따른 배제 불가능한 보증이 적용됩니다. 서비스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귀하에게 다음 권
리가 주어집니다.

a. 당사와의 서비스 계약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b.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환불이나 감소된 가치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상품이 심하게 손상된 경우 귀하에게는 환불 또는 교환을 선택할 권리도 있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면, 귀하에
게는 합당한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권리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품에 대한 환불 및 서비스 계약 취소와 함께 미사용
부분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는 상품이나 서비스 문제로 인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기타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 보
상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알제리 사용자:  이 섹션 21의 어떤 조항도 다음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지 않습니다.

a. 소비자 보호 및 사기 금지와 관련하여 2009년 2월 25일자 법률 번호 09-03의 13항(수정안 적용)에 따라 앱 및 서비스에 대한
보증 제공 또는

b. 2013년 9월 26일자 시행령 13-327의 조건에 따라 앱 및 서비스가 처음 제공된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앱 및 서비스
의 결함에 대해 상품 및 서비스 보증 이행 

22. 당사의 책임 제한에 대한 중요 정보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ABBOTT, 계열사 또는 제3자 제공업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특별, 부수적, 간접적, 결과적 또는 징
벌적 손해를 포함한 금전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 뉴저지 사용자: 해당되는 경우, 뉴저지 법에 따라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는 이 계약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여기에는 뉴
저지 징벌적 손해배상법, 뉴저지 제조물책임법, 뉴저지 통일상법 및 뉴저지 소비자보호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b. 독일 사용자: ABBOTT는 과실에 의한 중대한 계약상 의무(기본 의무)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기본 의무란 이 계약의 적절한
체결을 허가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뜻하며 귀하는 정기적으로 이러한 기본 의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bbo�의 책임은 이와 달리 중대 과실 및 의도적 부당행위로 제한됩니다. 사소한 과실에 의한 기본 의무 위반 또는 단순한 대리
인의 사소한 부당행위로 인해 Abbo�에 책임이 있는 경우 Abbo�의 책임은 통상 예측 가능한 손해로 제한됩니다. 이 조항은 어
떠한 강제성이 있는 법률적 책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특히 인명 손실, 신체 부상 또는 질환과 관련된 Abbo�의 책임 또는
독일 제조물책임법과 관련된 책임이 이에 해당됩니다. 독일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이 하위 섹션을 제외하고, 섹션 22는 독일 거
주 사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c. 영국 및 스위스 사용자: 이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앱과 관련하여 당사의 과실 또는 허위 진술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또는 개인 상
해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d. 호주 사용자: 섹션 21 또는 22의 어떠한 내용도 2010년 경쟁 및 소비자 법(Cth)의 소비자 보증에 관한 귀하의 권리에 영향을 미
치지 않습니다. 이 사용 약관의 다른 조항에 관계없이, 2010년 경쟁 및 소비자법(Cth) 또는 기타 법률에서 제공된 제품 또는 서
비스를 보증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그러한 보증 위반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배제되지 않으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품 공급, 상
품 교환 또는 동등한 상품 공급 또는 상품 수리나 서비스 공급의 경우, 그러한 위반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해당 서비스를 다시 공
급하거나 서비스 재공급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e. 알제리 사용자: 이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불법 행위(과실 포함)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나 사기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
한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사기 또는 중대 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계약 체결 시점에 예측 가능한 손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전술한 제한은 앱을 통해 전송된 정보 보안의 손실(제3자가 그러한 정보를 무단으로 가로채는 행위 포함), 기타 무형 자산 또는 데이터
손실, 수익 손실, 사업 중단, 개인 부상, 앱 또는 제3자 소프트웨어 및/또는 제3자 하드웨어의 사용 불능, 앱 사용 불능 또는 미사용으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손실,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모바일 앱/자료/웹 사이트를 다운로드하여 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바이러스 또는
기타 기술적 유해 자료로 인한 손해에 적용되며 ABBOT, 계열사 또는 제3자 제공업체에 그러한 손해 가능성을 고지했거나 구제책이 그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제한은 이러한 손해가 계약, 불법 행위(과실 포함), 엄격한 책임 또는 기타 이론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앱을 통해 의료제공자와 공유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귀하가 앱에서 건강 관련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인 정보를 제3자 앱을 포함한 제3자
와 공유하도록 선택한 경우, 귀하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Abbo�와 Abbo�의 비즈니스 파트너는 귀하가 귀하의 개인 정보를



공유 및/또는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귀하는 건강 관련 데이터를 포함하여
Abbo�와 Abbo�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이러한 제3자의 개인 정보 수집 또는 기타 처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에서 배제합니
다.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사항을 제한하지 않으며 ABBOTT, 계열사, 이
계약과 관련된 기타 조항에 따른 공급업체의 전체 책임과 앞에서 언급한 모든 사항에 대한 귀하의 배타적 구제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제한
됩니다.

a. 당사자가 그러한 손실을 예측 또는 고려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앱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함을 수정, 수리 또는 기타 수정

b. 해당하는 경우, 앱에 대해 실제로 지불한 금액 또는 USD$10.00 중 더 큰 금액

일부 다른 국가/주/도/관할 구역에서는 책임, 특정 암시적 보증, 우발적 또는 결과적 손상의 배제 또는 제한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
습니다. 위의 면책, 제한 또는 배제는 귀하에게 적용되는 관련법의 범위에 한해 귀하에게 일부 또는 전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 따라 특정 추가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23. 손해 보전

귀하는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다음과 관련하여 또는 다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3자의 모든 청구, 손해, 요구, 책임, 판
결, 보상금, 손실, 비용 및 지출(변호사 및 전문가 비용 포함)로부터 Abbo�, 그 계열사 및 해당 임원, 이사, 직원, 대리인, 승계인, 양도인
및 라이센스 제공자를 면책하고 방어하는 데 동의합니다. 여기에는 (i) 귀하의 앱 사용 또는 이와 관련된 행동 및 (ii)이 계약 또는 법률,
규정 또는 제3자의 권리(태만 행위, 누락 및 의도적 부당행위를 포함해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 구성원이나 조직에 있는 타인의 앱 사용
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 침해 포함)를 위반하거나 위반한 혐의가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독일 사용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귀하의 권리는 전술한 내용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4. 수출 통제

이 앱은 미국의 수출 금지 또는 기타 연방 규칙과 수출 제한 규정을 포함하여 미국 수출 통제 제한의 적용을 받습니다. 당사는 귀하가 (a)
미국 정부의 수출 금지 또는 무역 제재(미국의 제재에 대한 내용은 h�p://www.treasury.gov/resource-
center/sanc�ons/Programs/Pages/Programs.aspx 참조) 대상 국가에 있거나 거주자 또는 국민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귀하가 확인하
거나, (b) 미국 정부의 제한 대상 최종 사용자 목록(예: h�p://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ons/SDN-
List/Pages/default.aspx의 "특별제재대상"목록 포함)에 기재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확인하는 경우, 의도적으로 귀하가 앱을 사용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25. 고지 사항

이 계약에 따라 또는 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고지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선불 우편으로 Legal Department, One St. Jude
Medical Drive, St. Paul, Minnesota 55117, United States로 보내야 합니다. 당사에서 귀하에게 연락하거나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하는
경우 전자 메일(당사에 전자 메일 주소가 제공된 경우)이나 귀하가 앱을 요청할 때 당사에 제공하는 주소(선불 우편)를 이용합니다.

26. 방해 요인

당사는 공용 또는 개인 원격 통신 네트워크 오류("방해 요인")를 포함하여 당사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모든 행위나 사건으
로 인해 발생하는 이 계약 의무 이행의 지연 또는 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에 영향을 주는 방해 요
인이 있을 경우: (i) 본 계약의 의무는 일시 중단되고 의무 이행 시기는 방해 요인이 있는 기간 동안 연장되며, (ii) 당사는 방해 요인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고자 합당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27. 권리 양도

당사는 귀하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계약에 따른 당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타 조직에 양도, 이전, 교체, 위임하거나 하도급을 주지
않으며, 이는 이 계약에 따른 귀하의 권리나 당사의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귀하는 당사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이 계
약에 따른 귀하의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28. 권리 포기

당사가 귀하에게 이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요구하지 않거나, 귀하에게 당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거나, 이를 지체하는 것은 당사가
귀하에 대한 당사의 권리를 포기했음을 의미하지 않으며 귀하가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가 귀하의 의
무 불이행에 대한 권리 행사를 포기할 때는 서면을 이용할 것이며, 이후 귀하의 의무 불이행을 자동으로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29. 가분성



이 계약의 각 조항은 별도의 효력이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서 조항이 무효하거나 불법 또는 시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결을 내릴 경우 나
머지 조항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합니다.

30. 준거법

이 계약 조건에는 법률 조항의 선택과 관계없이 미국 일리노이 주의 법률이 적용되며 그에 따라 해석됩니다.  외국의 법률, 규칙 및 규정
과 미국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미국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최대한 적용됩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기Â
성 또는 지적 재산권과 관련하여 귀하가 귀하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하도록 위협받을 경우, 당사는 관할 법원에서 발동하는 금지 명
령, 가처분 신청, 강제 이행 명령 및 기타 구제 조치를 포함하여 공정한 구제 조치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 계약이 일리노이
주에서 완전히 이행 가능하다는 데 동의하며, 이 계약 또는 이 계약 당사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절차와 관련하여 미국 일리노
이 주 소재의 주법원 및 연방 법원이 관할지 및 장소로 적절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양 당사자는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이 이 국제물품매
매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합니다.

EEA, 영국 및 스위스 사용자: EEA, 영국 및 스위스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이 섹션을 제외하고, 이 계약의 섹션 30은 EEA, 영국 및 스위스
사용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이 계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 사용자에게는 거주 국
가의 준거법이 적용됩니다.

EEA 사용자: 대안적 분쟁 해결은 독립 기관이 법원에 갈 필요 없이 분쟁의 사실 관계를 고려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불만 사
항을 처리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유럽위원회의 온라인 분쟁 해결 플랫폼에 문의하십시오.

호주 사용자: 섹션 30의 어떤 내용도 2010년 경쟁 및 소비자 법(Cth)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배제할 의도가 없습니다.

알제리 사용자:  당사는 일리노이 주에 설립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계약의 준거법은 해당 관할권과의 연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본 계
약은 일리노이 주 소재의 주법원 및 연방 법원의 관할지 및 장소에 따라 달라지며, 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관할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호할 수 있는 개인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31. 합의

이 계약은 귀하와 당사 간의 합의 내용을 완결하는 것으로 해당 주제에 관해 서면으로나 구두로 양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모든 이전 또
는 동시 통신, 계약, 약속, 확인, 보증, 진술, 제안 및 이해를 대체합니다. 귀하와 당사는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진술, 주장, 확인 또는
보증(무지 또는 부주의로 인한 경우라도 관계 없음)과 관련하여 당사에 어떠한 구제 방법도 없음에 동의합니다. 각 당사자는 이 계약의
어떤 내용을 근거로 하든 무지로 인한 허위 기재 또는 허위 진술에 대해 청구권이 없음에 동의합니다.  이 계약서의 영어 버전과 영어 이
외의 버전이 상충하는 경우 영어 버전이 우선합니다. 섹션 5, 15, 19, 21, 22, 23 및 30 ~ 34는 이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유효합니다.

32. iOS 버전 앱 사용자인 경우 Apple 관련 약관

이 계약의 다른 사용 약관에 추가하여 이 계약의 상반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 조항은 Apple Inc.("Apple")의 iOS 운영 체제와
호환되는 앱 사용에 적용됩니다. Apple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앱을 소유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Apple은
구매 가격을 환불하는 것 외에도 앱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Apple은 앱의 유지 관리 또는 기타 지원 서비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제3자 제품 책임 클레임, 앱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법적 또는 규제 요구 사항, 소비자 보호 또는 유사한 법률을 준수
하지 않은 클레임 및 지적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클레임을 포함하여 앱과 관련된 기타 클레임, 손실, 책임, 손해, 비용 또는 지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앱 사용과 관련된 모든 문의 또는 불만 사항은 이 계약의 고지 사항 섹션
에 따라 Abbo�에 전달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부여된 라이센스는 Apple iOS 운영 체제를 실행하고 귀하가 소유 또는 제어하는 Apple
브랜드 제품에서 App을 사용할 수 있는 양도 불가능한 라이센스로 제한되거나 Apple App Store 서비스 약관에 명시된 사용 규칙에 따
라 허용됩니다. 무선 데이터 서비스 계약과 같이 앱을 사용할 때 적용되는 제3자 계약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Apple과 그 계열사는 이
계약의 제3자 수혜자이며, 귀하가 이 계약을 수락하면 제3자 수혜자로서 이 계약을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 이를 수락한 것으
로 간주됩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에 따른 변경, 포기 또는 합의를 체결, 해지, 종료할 Abbo�의 권리에는 제3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33. 추가 법률 용어

a. 이 계약은 귀하와 Abbo� 간에 파트너십, 합작 투자, 고용주-직원, 대리인 또는 프랜차이저-프랜차이즈 관계를 창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b. 이 계약의 조항이 불법, 무효 또는 어떤 이유로든 시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조항은 이 계약에서 분리 가능한 것으
로 간주되며,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과 시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c. 귀하는 당사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계약에 따른 귀하의 권리 또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또는 이전하거나
2차 라이센스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d. 당사는 이 계약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 없이 양도 또는 이전하거나 2차 라이센스를 부여할 수 있습니
다.



e. 이 계약에 따른 위반 또는 불이행에 대해 당사자가 권리 포기를 하여도 이전 또는 이후의 위반 또는 불이행에 대한 권리 포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f. 단수에 정의된 모든 용어는 적절한 경우 또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복수형으로 사용될 때 동일한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이 계
약에 나오는 용어 "포함" 또는 그 변형 문구는 "제한 없이"라는 문구가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g. 귀하에게 보내는 고지 사항(이 계약의 변경과 관련된 고지 사항 포함)은 앱에 게시되거나 전자 메일(각각의 경우 링크 포함) 또
는 일반 우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계약의 인쇄 버전과 전자 양식으로 제공된 고지 사항은 제한 없이 이 계약에 기초하거나
관련된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에서 허용되며, 원래 인쇄본 형태로 작성 및 유지되는 다른 업무 문서 및 기록과 동일한 조건을
따릅니다.

h. Abbo�는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계약의 어떤 조항이 관할 법원에 의해 위법한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이러한 조항은 법률에서 허용하는 기존 조항의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변경 및 해석될 것이며 이 계약의 나머지 조항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34. "Accept(수락)" 단추 클릭

귀하는 이 계약을 읽었으며 모든 조건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ACCEPT(수락)" 단추를 클릭하거나 앱 액세스를 사용하면

귀하는 이 계약에 서명할 수 있는 법정 연령임을 보증합니다.

귀하는 이 계약에 대한 귀하의 서명에 수기 서명의 사용과 동일한 강제력과 효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귀하가 다른 개인을 대신하여 앱을 설치, 사용 또는 액세스하는 경우, 이 계약에 대한 법적 구속을 해당 개인에게 적용할 권한이
있음을 보증합니다.

귀하가 조직을 대신하여 또는 조직을 위해 앱을 설치, 사용 또는 액세스하는 개인인 경우, 귀하는 본인과 조직을 대신하여 이 계
약에 동의하며 이 계약의 구속력을 해당 조직에 적용할 법적 권한이 귀하에게 있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이 계약의 모든 조건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ACCEPT(수락) 단추를 클릭하지 말고 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은 Abbo� 회사 그룹의 상표를 나타냅니다.

‡ 기호는 해당 소유자의 재산인 제3자 상표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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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luetooth는 Bluetooth SIG,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