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y of Seattle
Gregory J. Nickels, Mayor
시애틀시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정책(Online Privacy and Security Policy) –
요약
이 문서는 시애틀시 공공 웹 사이트 내 Seattle.Gov(시애틀 정부)에 관한 정보의 수집, 사용 및 보안을
요약하는 문서입니다. 전체 정책은 다음 웹 사이트에서 영어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seattle.gov/pan/privacypol.htm
본 정보는 계약 조건으로 발표된 정보가 아니며 오직 정보 안내의 목적으로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수집된 정보와 사용처
시애틀시는 귀하가 Seattle.Gov 웹 사이트를 방문하실 때마다 자동적으로 일정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정보로는 귀하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도메인 이름, 브라우저 및 운영 체제 유형, 사이트
방문 날짜 및 시간, 방문한 웹 서비스 또는 페이지, 그리고 저희 웹 사이트를 방문하기 전에 방문하신 웹
사이트 등을 포함합니다. 이 정보는 시애틀시의 Seattle.Gov 웹 사이트 관리를 돕는 차원에서 통계상의
목적으로만 수집됩니다.
검찰 수사에 의해 승인된 경우와 웹 사이트 보안 목적을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개인 신원을 확인하는
어떠한 시도도 취하지 않습니다.
개인 정보
저희는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설문조사, 우편물 명단 또는 게시판에 참여하시거나,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시거나, 또는 Seattle.Gov를 통하여 시애틀시와 일종의 온라인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하시지 않는 이상, 귀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거래상 제공된 정보는 거래를 완료하고 기록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본 시는 이메일 주소를 비롯한 방문자의 어떠한 정보라도, 합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이상, 외부 회사나
기관에게 매매, 대여, 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일반인의 정보 이용
공문서 조례(The Public Record Act)는 해당 조례 또는 기타 적용 법률하에 특정 기록을 특별히
면제하는 경우가 아니면 모든 공문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쿠키(Cookies) 사용
본 시는 쿠키 사용의 제한을 정책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쿠키는 온라인 거래의 무결성 확인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 방도로 사용된 쿠키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락처 안내
귀하는 시가 귀하에 관하여 수집한 개인 신원 확인 정보를 검토하기 위해 시 직원에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웹 사이트 http://www.seattle.gov/pan/privacypol.tm#contact 내,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Online Privacy and Security)의 연락처 안내 섹션을 통해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정보 기술 부서(Depart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에 206-6840600 번으로 연락하십시오. 요청 시, 귀하의 사용 언어로 통역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안
본 시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호하며 보유 정보에 대한 무단 사용을 금지합니다.
전자 상거래
전자 결제 상거래는 재정 및 기타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 및 안전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인터넷 사기 행각 방지
원하지 않는 이메일을 통하여 저희 고객들의 개인 기밀 정보 또는 재정 정보를 요청하거나, 개인 기밀
정보 또는 재정 정보가 요청된 시의 웹 사이트 링크가 포함된 원하지 않는 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절대로
시의 정책이 아닙니다.
기타 웹 사이트
타 웹 사이트에 링크되었을 시, 귀하는 더 이상 시의 웹 사이트에 계신 것이 아니며 본 개인 정보 보호
통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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