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지니여성의원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하

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내역(필수사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휴대전화,집전화,이메일정보

-진료,검진예약, 예약조회 및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절차에
이용
-검사결과 및 개인별맞춤SMS, 이메일
정보 및 차별화된 컨텐츠 제공에 이용
-새로운 서비스 및 행사정보등의 안내
-신규서비스 개발에 의한 방문고객 분
석자료 작성에 이용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진료서비스와
청구,수납 및 환급 등의 원무서비스
이용
-외부수탁검사 의뢰를 위한 기초자료
소비자 기본법 제 52조에 의거한 소비
자보호를 위해 정보수집

-병원은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
보를 진료정보를 보관하는 법
정기간(10년)동안만 보유하며
그 이후에는 DB에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정보제공자가 개인정보 삭제
를 요청할 경우 즉시 삭제합니
다.
단, 타 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
유하도록 한 기간 동안은 보관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
에 관한 기록;3년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3년
*본인 확인에 대한 기록;6개월

※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진료관련 안내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 이용 내역(동의거부 가능)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 성별 □ 결혼 여부
□ 연령 □ 관심 분야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마케팅,상담 10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셔도 의료서비스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의사랑
유투바이오
엔티엘
에스씨한일정보텍

전자차트 프로그램
검체의뢰

카드수납기기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성명,주민등록번호, 내원일, 진단명,
처방코드, 처방일,검사코드,검사일,수술코
드,수술일
-신용카드정보 등 제반수집된 개인
정도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진료관련 안내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니여성의원원장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