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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IN A DAY – 2020” 

영화 제작자에 대한 데이터 보호 통지 

 

적용 가능한 영국 데이터 보호법("GDPR"이라 불리는 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포함)의 

목적상 영화 "LIFE IN A DAY – 2020" 프로젝트(본 데이터 보호 통지에서 "영화"라고 함)

와 관련하여 출연자로부터 수집한 모든 개인 정보의 데이터 관리자는 RSA1-LIAD2020 Lim

ited(본 데이터 보호 통지에서는 "저희" 또는 "당사"로 함)입니다. 당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데이터 보호 통지에서 사용하는 특정 단어는 LIAD2020의 공식 용어(이하 "공식 용어"

)에 정의된 바와 같으며 쉽게 참조할 수 있게 데이터 보호 통지 마지막에 나열했습니다. 

개인 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정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a) 영화 제작자로서 귀하로부터 수집한 정보 

(i) 비디오를 영화 마이크로 사이트로 제출할 때, 공식 약관에 따라 비디오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비디오가 영화 또는 영화 사이트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임시로 선택되어 있는 경우 연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인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 

• 만 18세 이상임(만 18세 이상인 경우 거주 국가의 법적 연령 이상)을 

확인,  

• 이메일 주소,  

• 전화번호,  

• 거주 국가 및  

• 비디오를 촬영 및/또는 녹화한 국가 

(ii) 웹 사이트 www.getreleaseform.com("출시 웹 사이트")을 방문하여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귀하에게 전자적으로 초상권 사용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 링크를 해당 인물들과 공유하려면 귀하의 동영상에 

나타나는 개인과 공유할 수 있는 전자 링크를 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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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이메일 주소, 

(iii) 비디오 자체와 비디오의 디지털 파일에 포함된 모든 데이터에 이미지, 음성

, 이름, 나이, 성별, 언어, 위치 및 사용자에 대한 기타 개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iv) 비디오가 영화 또는 영화 웹 사이트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선택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그렇게 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귀하의 추가 

정보 또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영화 제작자 동의서와 해당되는 경우 비디오에 

출연하는 개인의 초상권 사용 동의서 및/또는 로케이션 촬영 동의서(비디오를 

영화 마이크로 사이트에 제출하는 시점에 이미 이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 

한)와 기타 적용가능한 동의서와 같은  비디오의 실제 복사본이나 비디오의 다른 

디지털 복사본(또는 고 해상도 복사본)  및 비디오 사용에 관한 추가 문서를 

가져오는 것을 포함하여 영화 또는 영화 웹 사이트에 연결할 목적으로 당사는 

귀하가 제공한 이메일 주소 및/또는 전화 번호를 통해 귀하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점에서 귀하에게 공식 약관을 적용하거나 시행하기 

위해 사용할 집 주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 주소가 영화에 포함된 

모든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해당 모델 

동의서 및 위치 동의서와 관련된 비디오를 식별하기 위해 제출하는 모델 

동의서 및 위치 동의서에 사용자 이름을 기입해야 합니다. 

(v) 당사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신 경우에만 영화 또는 영화 웹 

사이트와 관련하여 다른 개인 정보를 수집 합니다. 

(b) 당사가 귀하의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 및 법적 근거 

(i) 당사는 귀하와 맺은 계약의 이행과 영화와 영화 웹사이트를 제작, 이용 

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정당한 관심에 필요하다는 근거에 따라 공식 약관에 

따른 당사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귀하로부터 수집한 개인 

정보 또는 귀하가 제공하는 개인 정보를 사용합니다 

(ii) 또한 당사는 귀하의 개인 정보를 사용하여 영화 및 영화 웹 사이트를 제작하고 

제공하는 데 합법적인 이익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접수된 모든 질문이나 

불만에 응답하고 법적 분쟁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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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당사는 당사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예를 들어

, 법원 명령에 따라 요구된 경우) 또는 당사가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예를 들어, 공식 약관을 적용하거나 시행하기 위해) 귀하로부터 또는 

귀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률 자문 및 집행 목적에 따른 다른 회사 및 조직의 정보 교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iv) 만약 당사가 사업 자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회사로 이전한다면, 그 

회사는 당사가 수집한 개인 정보를 취득할 것이고, 개인정보가 당사의 사업을 

이전하는데 있어 당사의 정당한 이익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는 근거에 따라 

그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떠맡게 될 것입니다. 

(v) 귀하의 동의하에 당사는 영화 또는 영화 웹 사이트와 관련하여 귀하로부터 

다른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동의에 의해서만 정보를 사용합니다.  

(vi) 상기 및 다음 단락(c)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귀하로부터 수집한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c) 당사가 귀하의 정보를 공유하는 대상 

(i) 영화 및 영화 웹 사이트를 제작, 배포, 광고, 홍보, 마케팅, 이용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개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당사는 영화 제작자 및 제3자 

공급업체, 콘텐츠 호스팅 서비스 제공업체, 파트너, 유통업자 및 라이선스 

소유자(예를 들어, Google 영화 웹 사이트에 관여하는 기타 제3자 공급업체

, 동의서 웹 사이트 또는 동의서의 전자 사본을 발행, 수집 및/또는 처리하는 

기타 디지털 플랫폼의 운영자,  YouTube, 기타 Google 서비스 및 전 세계 

다른 미디어에서 영화의 배포, 광고, 홍보, 마케팅, 이용 가능 및 활용에 

관여하는 제3자)에게 라이선스의 입력 및 사용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를 

위해 귀하의 연락처 세부사항 뿐만 아니라 본 영화의 광고, 홍보 및 마케팅에 

참여할 수 있는 잠재적 기회를 제한 없이 포함하여 영화 및 영화 웹 사이트의 

제작, 배포, 광고, 홍보, 마케팅, 이용 가능 및/또는 활용과 관련된 추가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화에서 필요한 

모든 권리에 대한 우리의 허가를 증명하기 위해 영화의 배포자 및 라이센스 

소유자 및 영화의 보증인에게 귀하가 제공하거나 승인한 모든 동의서 양식(

해당 동의서에 포함된 개인 정보 포함)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전자적으로 (이메일 또는 다른 방식으로) 전송될 수 있지만, 당사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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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기밀로, 그리고 개인 정보의 보안을 보호하는 방식으로만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ii) 당사와 거래하는 일부 타사 공급 업체, 유통 업체 및 라이선스 보유자는 

영국과 동일한 표준의 데이터 보호법이 없는 유럽 이외의 국가(예: 호주 및 

미국)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자의 정보가 적절하게 보호되고

, 데이터 피험자에 대해 집행 가능한 권한과 효과적인 법적 구제책이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EU-US 프라이버시 쉴드 또는 EU 모델 계약 

조항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근거하여)를 취할 것입니다. 

(d) 개인 정보는 얼마나 오래 유지됩니까? 

(i) 당사는 귀하가  동의서 웹 사이트를 방문 하거나 영화 또는 영화 웹 사이트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비디오를 영화 마이크로 웹사이트에 제출할 때 

제공한 개인 정보 및 해당 비디오의 디지털 파일에 포함된 모든 데이터를 

제출 후 12개월 동안 영화 마이크로사이트(그러나 아래 부분 조항(ii)의 

적용을 받음)에 보관합니다.또한 이후 관련 비디오가 영화 또는 영화 웹 

사이트에 포함되도록 선택되면, 영화 또는 관련 비디오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한, 또는 비디오, 영화 또는 영화 웹 사이트에 포함된 것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어느 경우든) 더 오랫동안 해당 비디오가 선택됩니다

(이 경우 해당 정보는 관련성이 있는 한 보관됩니다.)  

(ii) 귀하의 비디오가 영화 또는 영화 웹 사이트에 포함되도록 선택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사 및 영화 제작, 광보, 홍보, 판촉, 마케팅, 이용 가능 

및 활용과 향후 이와 유사한 시청각 프로젝트와 관련된 당사 파트너, 

유통업체 및 라이선스 소유자는 (A) 예를 들어, 영화 초연과 상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향후 귀하에게 영화 또는 영화 웹사이트와 관련된 업데이트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그리고 (B) 유사한 시청각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초대하기 위해 이메일로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래에 영화와 그 밖의 유사한 시청각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제작하는 데 있어 

우리의 정당한 관심의 목적상 필요성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위의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영화 마이크로 사이트에 있는 관련 상자에 

체크 표시를 하여 사용자가 이러한 이메일을 수신하지 않을 것임을 표시하여 

이 옵션을 해제할 수 있으며, 향후 전송되는 모든 이메일(영화 또는 필름 웹 

사이트에 제출할 비디오와 관련된 내용은 제외)에는 당사에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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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차단할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됩니다. 귀하가 선택을 해제하지 않는 

한, 귀하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는 관련이 있는 한 유지됩니다. 

(iii) 위에 표시된 기간이 끝나면 특정 경우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삭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예 : 보안된 외부 서버에 저장되어있는 경우). 이런 경우 당사는 

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e) 데이터 주체로서의 귀하의 권리 

데이터 주체로서 귀하는 다음과 같은 특정 권리를 소유합니다. 

(i) 본인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ii)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지 않도록 요청할 권리, 

(iii) 본인에 관한 부정확한 개인 정보를 수정하도록 요청할 권리, 

(iv) 본인의 개인 데이터를 구조화되고 일반적인 사용이 가능하며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수신하고 방해 없이 데이터를 다른 관리 업체로 전송할 수 

있는 권리(데이터 이식성), 

(v) 부정확하거나 불법적으로 처리되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본인에 관한 

개인 정보의 제한을 요구할 권리, 

(vi) 처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귀하의 데이터 처리에 대한 당사의 

정당한 이익이 데이터 주체인 귀하의 이익, 권리 및 자유를 무시할 경우 

자신에 관한 개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권리, 

(vii) 귀하의 개인 정보 처리가 귀하가 제공한 동의에 기초한 경우, 언제든지 해당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viii) 감독 기관(영국 정보감독원)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 

(f) 쿠키 

영화 웹 사이트는 귀하의 동의하에  Google Analytics, Google 태그, Fludlight Tags 및 

Urchin Traffic Monitor 태그의 쿠키 및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최상의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이트에 대한 트래픽을 분석하고 사이트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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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olicies.google.com/technologies/cookies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g) 그 외 정보 

귀하의 개인정보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주소  pr

ivacylifeinaday@gmail.com  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42-44 Beak Street, London

, W1F 9RH, England에 소재한 RSA1-LIAD2020 Limited로 서신을 보내주십시오. 

영국과 웨일즈에 등록된 RSA1-LIAD2020 Limited, 등록 번호 12579153, 등록 사무소 

42-44 Beak Street, London, W1F 9RH, England. 

(h) 본 데이터 보호 통지에서 사용한 정의 

“초상권 사용 동의서”: ⇥ 귀하의 비디오에 얼굴이 나타나는 개인(및 해당되는 경우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서명을 받은 동의서 

“EU-US 프라이버시 쉴드”: https://www.privacyshield.gov/를 참조하십시오 

“EU 모델 계약 조항”: ⇥ https://ec.europa.eu/info/law/law-topic/data-protection/

international-dimension-data-protection/standard-contrac

tual-clauses-scc_en를 참조하십시오. 

"영화 마이크로 사이트": ⇥ lifeinaday.youtube에 있는 영화 전용 마이크로 사이트 

"영화 제작자 동의서": ⇥ 영화 제작자가 서명한 동의서 

"영화 웹 사이트": 영화 마이크로 사이트 및 당사 또는 www.youtube.com/lifeinaday에 

위치한 YouTube 채널을 제한 없이 포함하여 영화와 관련(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된 소유권자, 라이센스 소유자 또는 

승계자가 소유한 모든 다른 웹 사이트 

“위치 동의서”: ⇥ 비디오에 나타나는 모든 위치의 소유자가 서명한 위치 동의서 

"비디오": 더 긴 영상과 같이 이러한 비디오의 전체 또는 일부 부분과 비디오와 

관련하여 나중에 당사에 제출된 자료를 포함하여 2020년 7월 

25일에 촬영 또는 녹화된 비디오(공식 약관의 제한을 받는 

이동하는 이미지 및 사운드 또는 단순히 이등하는 이미지 

또는 더 단순하게는 사운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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