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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비젼

REI Care 는 Best Friends Animal Society 와같은다양한동물기관과
협력하여애완동물관리문화를전파하는것을목표로합니다. 블록체인
기반프로젝트는제품과서비스에서모은자금을통해학대동물및
버려진동물을돕고자합니다. 여기에는 REI 지불, REI 학교및 REI 
메디컬이포함됩니다 .

회사의자선문화에초점을맞춘 REI Care 는 REI 플랫폼을구축하여
독특하고혁신적인토탈애완동물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모든동물을
돌보는사업을장려합니다.

수익성, 확장성이있고, 유익하며, 보장된플랫폼을제공하기위해 REI 
Care 는한국의동물병원과제휴하고 REI 결제및생태계내기타
거래에서발생하는수수료를최적화하여고유통화인 REI 토큰의가치를
활용할것입니다.

공식웹사이트 링크

Reic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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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한국동물식물검역원 (APQAK)의 2020 년연차보고서에따르면 2014 
년부터현재까지총 235,637 마리의반려동물이등록되어있으며, 모든
반려동물소유주가시스템에동물을등록해야하며위반시벌금이
부과됩니다 (1 백만원). (1) 마이크로칩내장형도입이후국내에서
마이크로칩식별이인기를얻고있으며, 반려동물소유자의 58.9 % 
이상이외장형이아닌내장형마이크로칩등록을선택했습니다. 

이에한국은안전과책임을모두등록하는사람들이늘어나면서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사회로변모하고있습니다.. 매년등록건수는 5 ~ 15 %로
증가하고있으며, 2020 년유기동물수는전년대비 3.9 % 감소했습니다. 

이러한마이크로칩식별규정은수년에걸쳐반려동물소유자의
적극적인참여방식을이끌어냈습니다. 한국에는누구나간단히반려
동물에게마이크로칩을내장해주는등록기관이 3,690 개있으며, 그중
3,420 개가동물병원입니다. (2) 그럼에도한국정부는반려동물지원
사업경비를확대하고, 길고양이 TNR (Trap-Neuter-Return) 보호관리
같은지원사업프로그램을확대하고있는데, 이프로그램은길고양이
번식을막아길고양이 73,632 마리를줄이기위해약 107 억원의비용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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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QAK의 2020 년연례보고서에따르면, 애완동물산업의근로자와
기업수도매년 8 ~ 15 % 증가하고있습니다. 한국에서는대기업들또한
애완동물산업에참여하기시작했고, 중소기업은이미정부의규제와
사회시각의변화로빠르게성장하고있습니다. 삼성카드는 2017 년에펫
어플리케이션을출시했고, 이어하나카드, 신한카드도 1500 만명의잠재
사용자를모으기위한경쟁에참여했습니다. 수백만명의실사용자를
확보하면서, 한국의애완동물산업시장은초기에이미약 3 조원을돌파
할수있었습니다. 각종보험사들이다양한반려동물보험플랜을내놓기
시작하면서이들의성장은최대 6 조원까지증가할것으로예상됩니다.

블록체인기반애완동물관리시스템도기존의결제사업에그방식을
응용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널리알려진블록체인기술은결제부문에
있었습니다. 암호화폐지갑외에도, 한국뿐만아니라세계여러지역에서
사용할수있는비트코인 ATM (3)이많이있습니다. 

블록체인은가장보편화된유형의분산원장입니다. 탈중앙화, 보안및
확장성기능으로알려진이서비스는결제를용이하게하고기록을
확인하는데가장자주사용됩니다. (4) 블록체인이니셔티브의가장
일반적인사용사례는결제및송금이며, 사용자는이를통해위험요소
감소및사기에대한리스크감소효과를누리고있습니다. 

한국에서는사람들이모바일장치에의존하면서각자선호하는통신
공급자를선택하여사용하고있습니다. 한국스마트폰소유자의약 60 
%가 SK 또는 LG U +를사용합니다. (5) 이러한공급자들이한국을블록
체인및암호화폐활동의번식지로만드는데에큰기여를했습니다. (6)



가장큰통신회사중하나인 SK 그룹은, 글로벌블록체인회사인
ConsenSys에 1,000 만달러를투자했으며자회사 SKT (SK Telecom)는
독일의 Deutsche Telekom과협력하여블록체인기반모바일식별
솔루션을개발했습니다. LG 유플러스는해외고객에게블록체인기반
결제서비스도제공하고있습니다. (7) 이는현재일본, 대만이동
통신사와공동으로진행하고있으며, 결제는 SoftBank에서운영하는
CCPS (Cross Carrier Payment System)를통해처리됩니다. (8)

결론적으로사회가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는우리나라의펫케어
산업이크게성장하고있지만, 기존펫케어시스템과기관사업은
투명성과프라이버시가결여되어있다는점이문제점으로남아있습니다. 
시장규모와적극적인참여자수는증가하고있지만, 버려지고제대로
보호받지못하는동물의수는그다지감소하지않고있습니다. 현재
시장은금전적으로여유로운사용자에게만애완동물케어시스템을
제공하기위해만들어져있으며, 많은돈을쓰지않고애완동물케어
서비스를 받는것은거의불가능합니다. 이것이개발기관, 정부및민간
부문의막대한투자에도불구하고매년자선활동을지원하기위해추가
자본이필요한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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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문서는 REI Care 플랫폼의블록체인네트워크의기반, 기술, 사용사례
및로드맵을제공합니다. REI care 가애완동물관리인프라네트워크를
블록체인기술기반으로통합하여어떻게활용하려는지설명합니다. REI 
Care 는플랫폼의참여기업, 사용자및투자자모두에게도움이될수
있는토큰솔루션을제공할것입니다. 

REI Care Token 은플랫폼내사용을주목적으로한유틸리티 ERC-20 
토큰입니다. 플랫폼에는 REI Medical 911, REI Community, REI School, REI 
Commission 및 REI 결제시스템이포함됩니다. 

REI Care Token 의참여대상고객및사용자는기업, 사용자, 조직및
투자자를전부포함합니다. 모든참가자는위에서언급한 5 가지서비스
혜택을받게됩니다. 이문서의후반부에서는 REI Care 플랫폼개발일정을
안내하고있습니다. 이응통해통합케어애플리케이션출시, 거래소상장
및블록체인개발과같이, 시간이지남에따라 REI Care 가수행하려는
목표에대한개요를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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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기술

블록체인기술은암호화폐인비트코인의인기와함께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현재까지금융시스템에서신흥기술로알려지고
사용되어오고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이가져오는혼란으로인해
금융기관은기술에대해회의적인태도를보이고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거부반응에도불구하고블록체인기술은핀테크산업이붐을
일으키면서번영하는데성공했습니다. 

현재블록체인기술은금융부문에서서서히중요한자리를차지하고
있으며, 전세계핀테크산업에있어서가장유망한기술중하나로
간주되고있습니다. 이에수많은기존국제은행및금융회사들이기술을
연구하기시작했으며여러기업들은이미생태계내에블록체인을
통합했습니다. 

블록체인기술의수용이증가함에따라 REI Care 는. 한국사회의애완
동물산업내에서접근성이높고안전한결제수단을제공하기위해블록
체인기반결제시스템구축에착수했습니다. 단순한애완동물케어
솔루션이상으로, REI Care 는애완동물보호자선사업의디지털결제
생태계를구축하는것을목표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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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개요

REI Care 는 Ethereum 블록체인을기반으로하는현대적인결제
게이트웨이시스템을구성했습니다. REI Care 개발자는디지털결제
거래에서고성능을제공하는것으로잘알려져있기때문에 Ethereum
네트워크에서의포크를선택했습니다. 또한확장성, 유연성및속도를
기준했을때, Ethereum 은디지털결제솔루션제공에중점을둔
프로젝트를위한가장효율적인기본블록체인네트워크로간주됩니다. 

또한, REI Care 네트워크는네이티브토큰의사용사례를더욱확장하고
더많은사용자를장려하기위해여러탈중앙화프로젝트로광범위한
생태계를구축하는것을목표로합니다. REI Care 는통합케어생태계를
구축하기위해 Ethereum 기반애플리케이션을도입할것입니다. 

REI Care의플랫폼은한국사회에펫케어결제시스템도입에대한
기회창출을소개하고자합니다. REI Care 어플리케이션을사용하면
사용자는학대동물및버려진동물을구하는데참여함과동시에
동시에 REI 토큰으로보상으로받을수있습니다. 모든결제 (Medical
911, 커뮤니티, School, 커미션등, 애플리케이션서비스내에서사용되는
모든 REI 토큰포함)에서 REI Care 는애완동물보호자선단체및
비영리조직에수익의일정비율을할당합니다.



생태계

REI Care 재단은결제솔루션, 의료서비스, 온라인애완동물교육및
온라인커뮤니티플랫폼에이르는다양한디지털서비스를제공합니다. 
REI Care 생태계내의모든탈중앙화프로젝트는모두 REI 토큰을기본
디지털통화로사용합니다.

먼저 REI Care는 REI Wallet 이라는디지털지갑과 PETTO 라는토탈펫
케어어플리케이션을소개합니다. 이는 REI Care 가애완동물보호관리
서비스와애완동물보호자선기금모금사업을전국적으로확장할수
있도록, 한국모든도시지역에서비스제공이됩니다.

10© 2021 - PETTO. PTE. LTD.

The REI Care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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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 Care 생태계는각서비스시스템이서로상호운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위의다이어그램에는 REI Payment Wallet, REI Medical 
911, REI School 및 PETTO 어플리케이션의 4 가지주요분산프로젝트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각분산프로젝트는 REI Care 재단의주요목적인
동물보호자선기금에기여하도록설계되어있습니다.

탈중앙화프로젝트

REI 지불지갑및 PETTO 어플리케이션외에도 REI 재단은플랫폼사업을
성장시키기위해다른분산서비스시스템을제공합니다.

● REI Payment Wallet 

REI 결제지갑은 REI Care 생태계의주요지갑입니다. 모든장치를
지원하기위해 IOS 및 Android 버전모두서비스제공됩니다. REI 토큰과
BTC, ETH 및 USDT 같은주요암호화폐를저장하거나거래할수있습니다. 

또한 REI 결제지갑은암호화폐전송외에도, 애완동물보호자선기부및
REI 토큰사용과같은다양한서비스를제공합니다. 또한 REI Medical 911, 
REI School 등 PETTO 애플리케이션내의모든후속탈중앙화프로젝트의
지갑역할을합니다. 모든서비스사용을위해 REI 토큰을전송하거나받을
때 REI 지불지갑이기본장치로작동합니다.

● PETTO application 

PETTO 어플리케이션은제공되는모든서비스의사용에대한지불
수단으로 REI 토큰을사용하는토탈애완동물보호관리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한국의모든펫산업기업과고객모두에게온라인거래를
촉진하여다양한서비스와제품을판매할수있도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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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제공외에도 PETTO는사용자의이익을위해반려동물보호자선
및커뮤니티프로그램을제공합니다. PETTO 어플리케이션에서수행되는
모든거래를통한수익의일부는애완동물보호자선단체에
기부됩니다- 이는 REI Care 재단에서보증하는제도입니다. 또한, 애완
동물돌보기에대한정보를공유하는커뮤니티의모든참여에대해
사용자는 REI 토큰을보상으로받게됩니다. 그리고참여우승자
프로그램을통해, 무작위참여사용자에게어플리케이션에서사용할수
있는 REI 토큰및쇼핑바우처를제공합니다.

● REI Medical 911 

REI Medical 911 은연중무휴온라인으로제공되는의료서비스로, 가장
가까운애완동물병원을연결하고, 전문가의메신저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연결된즉시반려동물이응급상황에있는지를파악하며,
집에서직접할수있는치료법을사용자에게안내합니다. 반려동물이
응급상황일때, 가장가까운반려동물병원이즉시서비스를제공할수
있는지확인하여연결합니다. 

REI Medical 911 은한국의애완동물병원기관에서도움을받아
제공되는서비스입니다. 각치료에대해정확하고고정된가격을
제공하여사용자가병원을이용하는데도움이될것입니다. 병원의
치료가필요한반려동물을지원하기위해투명한의료서비스
플랫폼으로구축되어, 기부및서비스운영으로모은자선자금은주인의
지원이없거나주인이지불할능력이없는반려동물에게도치료비
목적으로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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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I School 

REI School 은온라인교육플랫폼입니다. 트레이너가창의적이고
교육적이며재미있는비디오콘텐츠로교육을수행할수있는블록
체인기반채널입니다. 이플랫폼에서청중은 REI 결제지갑에저장된
REI 토큰을보내좋아하는트레이너를지원할수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교육프로그램의경우 REI School 플랫폼은사용자를
플랫폼에등록된학교및트레이너와직접연결하고사용자는 REI 
토큰으로서비스를사용할수있습니다. 

오락과교육외에도 REI School 은더큰목적을가지고있습니다. 더
나은대의를위해잠재적인스폰서에게다가가기위해자선관련및
기금모금프로젝트를방송하는것을목표로합니다.

● REI pet charity 

REI Care 재단의주요목적은버려지고학대받는동물을돌보는
것입니다. 모든지방과도시단체에서여러보호프로그램과보호
사업을지원하고있지만, 실제보호행위는민간조직과보호기관이
담당하고있으며그들의자금사용내역은통제하기가거의불가능한
실정입니다. REI 애완동물보호자선단체는 REI 토큰을통해조직및
사업주에게기부자금을지원할것이며, 여기에서지원하는자금과
비교하여얼마나많은동물이보호되고있는지명확히알수
있습니다.

REI 애완동물자선단체는동물을학대로부터지원하는것또한
목표로합니다. 학대해결책에직면했을때가장큰문제로보이는
것은자금과근로자에대한지원부족입니다. 불법애완동물가게, 
애완동물농장, 애완동물소유자는특히주요도시외부에위치할
경우, 물리적으로적절한관리감독을받기힘든상황에있습니다. REI 
애완동물자선단체는동물과관련된불법활동을감독하기위해
도시외부지역으로보호사업을지원해나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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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 토큰이주요자선기금으로작동하면모든자선프로그램이투명하게
진행되고, 플랫폼의모든참가자와사용자가사용내용및결과를알수
있습니다. 이것이결국긍정적인참여자와더많은기부를가져올
것이라고굳게믿습니다.



REI Token 

REI 토큰은이더리움블록체인에기반한 ERC-20 토큰입니다. 그러나
시간이지나면자체메인넷으로마이그레이션됩니다. 메인넷은이더
리움블록체인에의해설정된제한에서 REI 토큰을해제하는것을
목표로합니다. 또한 REI 토큰에플랫폼내에서의자체규칙과제한
사항을만들수있는자유를제공할것입니다. 현재 ERC-20 토큰에는
다음과같은메서드관련기능이있으며각기능이수행하는작업을
괄호로묶은기능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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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otalSupply() public view returns (uint256 totalSupply) [Get the total 
token supply] 

2. balanceOf(address _owner) public view returns (uint256 balance) [Get 
the account balance of another account with address _owner] 

3. transfer(address _to, uint256 _value) public returns (bool success) 
[Send _value amount of tokens to address _to] 

4. transferFrom(address _from, address _to, uint256 _value) public 
returns (bool success)[Send _value amount of tokens from address 
_from to address _to] 

5. approve(address _spender, uint256 _value) public returns (bool 
success) [Allow _spender to withdraw from your account, multiple times, 
up to the _value amount. If this function is called again it overwrites the 
current allowance with _value] 

6. allowance(address _owner, address _spender) public view returns 
(uint256 remaining) [Returns the amount which _spender is still allowed 
to withdraw from _ow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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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례

REI 토큰은플랫폼내에서발생하는모든거래에대한교환매체역할을
하는플랫폼의기본토큰입니다. 또한 REI Care 플랫폼내에서사용자, 
토큰보유자및투자자에게보상목적으로사용됩니다.

REI Payment System 

REI Care 플랫폼이제공하는훌륭한서비스중하나는은행을사용하지
못하는사람들에게은행시스템을제공할수있는것이며, 다양한통신
회사, SME 및자선단체와의파트너십의일환으로모든사용자를위한
원활한온라인결제거래를촉진합니다.

REI Payment Mobile Wallet 

REI 결제지갑은 ERC-20 호환지갑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자의 REI 

자금및많은메인암호화폐를저장하는어플리케이션으로서모든모바일
장치에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또한자금의안전을보장하기위해높은
수준의보안을제공합니다.

PETTO Application 

REI Care 는여러쇼핑소매업체및애완동물케어서비스업체와파트너
관계를맺고있으며, REI 토큰사용자는언제나가장인기있는상품및
서비스를구매할수있습니다. REI 플랫폼을사용함으로써사용자는
취향에따라다양한유형의제품과서비스를선택하고비교할수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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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 School 

REI School 플랫폼은애완동물훈련프로그램및정보의최신업데이트를
보여줍니다. 또한 1 : 1 지원이필요할때사용자가선택한트레이너또는
학교에연결합니다. 동시에자선단체에서도도움을요청할수있으며, 
도움이필요한사용자는자신의필요를설명하여지원을받을수
있습니다.

REI Medical 911 

많은반려동물주인들은반려동물을검사하거나치료하는데필요한
비용이너무많이드는병원에반려동물을데려가는것을두려워합니다. 
서비스및치료비용을줄일수는없겠지만, REI Medical 911 은연중무휴
온라인지원및치료전가이드를제공하려는참여병원의지원을받아
서비스를누구에게나제공합니다. 또한, 주인이치료비용을감당할수
없는경우에도애완동물에게기꺼이치료를제공합니다. 이경우 REI 
애완동물보호자선단체는기부로모금된자금을병원에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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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동물보호에대한사회공헌의중요성은사회가스스로만들어낸문제에
대한책임이라는것으로도충분히설명됩니다. 보호행위는인간문화에
깊이통합되어있습니다. 기업들또한동물보호문화를채택할필요가
분명합니다. REI Care 플랫폼은사용자, 기업, 조직, 병원및투자자
모두가수익성측면과함께동물복지를향상시키는프로젝트의참여자가
될수있도록설계되어있습니다. 

동물복지프로젝트의가치는현실그자체입니다. 이러한프로젝트에
참여하는회사는회사의이미지를구축하는데도움이될수있습니다. 

동물보호사업은블록체인기술통합을통해더욱발전할수있습니다. 

블록체인기술의경우일반적으로분산되고분산된대부분의디지털
공개원장으로정의되며, 모든후속블록의변경없이는모든기록을소급
적으로변경할수없도록많은컴퓨터에서트랜잭션을기록하는데
사용됩니다. 

블록체인기술을기반으로하는 REI Care 플랫폼은반려동물보호문화
확산을위해포괄적인토큰인프라구축을목표로합니다. 이를통해
사람들이동물을대하는방식을잠재적으로개선할수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기반플랫폼을통해많은산업에서기부를시작하고더나은
동물보호문화를만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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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2020
Q4 –법인설립
시장에 REI Care 서비스구축
REI Care 백서 Version 1.0 생성
REI Care 웹사이트런칭
지갑개발착수
어플리케이션베타버전개발착수

2021
Q1 - REI Care (REI Token) 거래소상장준비
REI 토큰을상장하기위한기반준비
거래소에상장작업

Q2 –어플리케이션베타테스트
베타버전개발완료
PETTO 어플베타런칭

Q3 –어플리케이션알파개발
지갑개발완료
어플리케이션알파버전완료
어플리케이션알파버전런칭

Q4 – REI Care (REI Token) 거래소추가상장
총 25개거래소상장목표

2022
Q1 – REI 블록체인개발
REI Care 의자체블록체인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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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REI Care에대한가장중요한정보가포함되어있으므로이면책조항을
주의깊게읽으십시오. 결정을내리기전에시장위험을인식하고법률, 
재정, 세금또는기타적절한전문고문과상의하십시오. 

REI Care (REI 토큰) 구매에참여하기전에이백서를주의깊게읽어보시기
바랍니다.

REI Care Whitepaper 버전 1.0에서 REI Care ( "당사", "당사"또는 "당사")가
제공하는정보는일반적인정보제공목적으로만사용됩니다. 이백서의
모든정보는선의로제공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는이문서에있는
정보의정확성, 타당성, 타당성, 신뢰성, 가용성또는완전성과관련하여
명시적이든묵시적이든어떠한종류의표현이나보증도하지않습니다. 
어떠한경우에도당사는웹사이트사용의결과또는백서에제공된정보에
의존하여발생한모든종류의손실또는손해에대해귀하에게책임을지지
않습니다. 귀하의이해와백서의정보에대한의존은전적으로귀하의
책임입니다. 

이백서에언급된특정주장, 추정및재무정보는알려진특정우발상황
및위험을기반으로심의한미래지향적관찰입니다. 어떤시점에서추정
된결과를생성하거나이와같은미래지향적추정에서공식화된주요
근사치또는결과와사실적으로상당히다를수있습니다.

REI Care는사전통지없이언제든지이문서의내용을추가, 삭제또는
수정할수있는권리를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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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eneral Information 

1. REI Care 는블록체인기술을사용하여비전과목적에맞는
서비스를제공하는플랫폼입니다. 독자는블록체인기술이오픈소스
프로토콜이며한사람이나조직의독점자산이아님을이해해야
합니다. 

2. REI Care 는다양한인도주의단체와협력하여동물돌봄문화를
전파하는블록체인을연결하는새로운시스템을제공하는것을
목표로하며, 일부기능이다른조직과동일할가능성이있습니다.

3. 이백서는 REI Care를커뮤니티에소개하고모든특정기능을
강조하는데사용됩니다. REI Care와관련하여독자에게포괄적인
정보를제공하는목적으로만사용됩니다. 

4. 암호화폐를거래할때각별한주의를기울이십시오. 거래중실수가
발생하면, 특히수취인의지갑주소가잘못지정된경우자금은복구
가능성없이손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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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cy Policy 

REI Care ( "Us", "We"또는 "Our")는웹사이트와 REI Care 데이터베이스
및블록체인 ( "서비스")을운영합니다. 

이백서는귀하가당사서비스를사용할때개인데이터의수집, 사용및
공개에관한당사의정책과해당데이터와관련된선택사항을
알려줍니다. 

당사는귀하의데이터프라이버시를보호할것이며, 강제로그렇게하지
않는한그리고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귀하의세부정보를제 3 자
조직과공유하지않을것입니다. 

당사정책에동의하지않는경우당사서비스이용을자제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렇지않으면당사서비스를사용하고귀하의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것은귀하가당사의개인정보보호정책을완전히준수하고
동의한다는것을의미합니다. 

유럽경제지역 (EEA)에속한국가에거주하는사람들을위해우리는
GDPR (일반데이터보호규정)의조항에동의하는정책을만들었습니다.

1. 데이터수집

당사는귀하의컴퓨터또는모바일장치에서인터넷에연결하기위해
사용하는인터넷프로토콜 (IP) 주소, 운영체제, 브라우저유형및버전, 
REI Care Whitepaper 버전 1.0 방문기간과같은당사웹사이트를
방문하여몇가지중요한정보를수집합니다. 사이트, 방문날짜및시간, 
시간대설정, 클릭한링크, 양식에입력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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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시당사웹사이트의쿠키에대한귀하의승인을요청할것입니다. 

또한귀하의성명, 이메일주소, 나이, 고객의휴대폰번호및기술지원과
같은귀하가제공한정보를사용합니다. 

2. 데이터활용

당사가수집하는정보는당사웹사이트를통해발생하는사기및불법
행위를방지할수있도록시기적절하고적절한지원을제공하는것이
중요합니다. 

3. 정보공유

당사는귀하의정보를 REI Care 와관련된제 3 자조직및회사와
공유하여어떠한방식으로든수익을창출하는데사용하지않습니다.

당사는법원명령또는기타유사한법적절차에의해강제되는경우정부
관리, 법집행관, 법적법원및기타사람들에게귀하의개인데이터중
일부를공개할수있습니다. 

4. 데이터보호

보호를위해 REI Care에서관리및소유하지않는플랫폼및온라인
애플리케이션에개인정보를공개하지마십시오. 

5. 일반데이터보호규정

귀하가유럽경제지역 (EEA) 내에위치한국가의거주자인경우, 당사는
일반데이터보호규정에명시된대로다음사항에대한귀하의권리를
존중합니다. 정보를받을권리, 접근권한, 수정권리 , 잊혀질권리, 

처리를제한할권리, 데이터이동성에대한권리, 반대할권리, 자동화된
의사결정및프로파일링과관련된권리.



6. 서비스제공자

당사는서비스관련서비스를수행하거나당사서비스사용방식을
분석하는데도움을주기위해제 3 자회사및개인을고용할수
있습니다. 이러한제 3자는당사를대신하여이러한작업을수행하기
위해서만귀하의데이터에액세스할수있으며다른목적으로이를
공개하거나사용하지않을의무가있습니다. 

7. 광고

당사는서비스를지원하고유지하는데도움이되는광고를표시하기
위해제 3 자서비스제공업체를사용할수있습니다. 

8. 다른사이트로의링크

당사서비스에는당사가운영하지않는다른사이트에대한링크가
포함될수있습니다. 방문하는사이트를검토하는것이좋습니다. 당사는
제 3 자사이트또는서비스의콘텐츠, 개인정보보호정책또는관행에
대해통제할수없으며책임을지지않습니다. 

9. 아동의프라이버시

당사의서비스는 18 세미만의사람을대상으로하지않습니다. 18 세
미만의서비스를사용하는사람을알고있는경우적절한조치를취할
수있도록당사에신고해주십시오. 

10. 본개인정보보호정책의변경

정책을수시로갱신할수있으므로이페이지를정기적으로방문하는
것이좋습니다. 또한변경사항이있는지이개인정보보호정책을더
자주확인하는것이좋습니다. 이정책에대한변경사항은이미게시된
경우에만유효합니다. 

11. 문의

이개인정보보호정책에대해질문이있으시면저희에게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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