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탈리티 멤버십 서비스 이용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및 국외이전 동의 (필수 동의)

1. AIA생명(이하 ‘회사’)의 바이탈리티 멤버십 서비스(이하 ‘멤버십 서비스’) 와 관련하여, 회사의 아
래 내용과 같은 본인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국외이전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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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멤버십 서비스 회원 가
입 및 이용 등이 불가능합니다.

2. AIA생명(이하 ‘회사’)의 바이탈리티 멤버십 서비스(이하 ‘멤버십 서비스’)와 관련하여, 디바이스
또는 앱 업체 및 Discovery Health (Pty) Ltd. (이하 ‘Discovery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
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디바이스 또는 앱 업체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디바이스 또는 앱 업체: 귀하가 사용 중인 건강측정 디바이스 또는 앱으로서 Vitality
앱에 연동된 디바이스 또는 앱 업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디바이스 또는 앱 업체의 목
록) 확인은 바이탈리티 앱 내의 “설정”에서 “디바이스/앱 연결”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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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멤버십 서비스 회원 가
입 및 이용 등이 불가능합니다.



Discovery사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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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멤버십 서비스 회원 가
입 및 이용 등이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