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지원사업’ 신청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재)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하 재단)은‘희귀질환자 지원사업’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 내지 18조, 제22
내지 24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
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민감정보 처리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신청자의 신원, 신청사항 확인 등의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
-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의 통계, 연구, 자료집 발간 및 규정개선

개인정보 수집 항목
구분

항목

개인정보 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직업, 주소, 세대유형, 의료보장, 경제현황
(직업, 소득, 재산, 지출, 부채, 정부보호 현황), 가족현황, 주거현황, 외부지원현
황, 의료적상황, 신청사유, 사진 등

민감정보 항목

질환명, 환자 등록번호, 질병 및 장애여부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기간 : 의료비지원 결정연도로부터 10년간
- 보유기간 : 의료비지원 결정연도로부터 5년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민간
보험회사들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등
지원기관

제공 목적
사보험 가입한 내역,
이중 수혜 여부 확인

제공 항목
①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항목
② 질환명, 환자 등록번호, 질병 및 장애
등 민감정보 항목

보유기간
사보험 가입한 내역
과 이중 수혜 여부를
확인 후 파기

이중 수혜 여부 확인

①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항목
② 질환명, 환자 등록번호, 질병 및 장애
등 민감정보 항목

이중 수혜 여부를 확
인 후 파기

▣ 신청자의 권리 보장
구분

항목

개인정보 항목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
할 경우 의료비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민감정보 항목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
우 의료비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3자 제공

위의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료비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처리 및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구분

동의 여부

개인정보 항목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항목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 홍보동의여부

□ 동의 (□ 언론사(신문,잡지) 인터뷰 □ 재단 인터뷰) □ 동의하지 않음
* 의료비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별적인 환자사례 홍보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년

월

일

성명 :

(재)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귀중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정보는 위의 기재된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 사보험과 중복 신청이 확인되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