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안내>

서울대학교병원 진료협력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료협력시스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개정 사항 적용 예정일 : 2019년 08월 26일(월)

- 관련 문의 : 02-2072-2066

협력네트워크 선생님 및 환자분들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진료협력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용약관 개정 안내

기 존 개 정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6.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이용을 위하
여 회원이 정하고 병원이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
을 의미합니다.
   7.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이 부여받은 아
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기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6.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진료협력시스템 
이용을 위해 회원의 면허번호를 사용합니다.
  7.(삭제)

제6조 (회원가입의 승낙 및 제한)
② 회원가입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아이디, 비밀번호, 전자우편주소  

제6조 (회원가입의 승낙 및 제한)
② 회원가입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2.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제7조 (회원 아이디 및 비밀번호)
① 회원은 아이디 설정시 영문, 영문과 숫자의 조합으로 4
자 이상 20자 이하 사이로 정합니다.
   (단, 사용이력이 있는 아이디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② 회원은 비밀번호 설정시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하
여 9자 이상 20자 이하 사이로 정합니다.
   다만, 연속적이 숫자나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③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하거
나 제3자에게 그 이용을 승낙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④ 회원은 분기별 1회 이상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제7조 (회원 아이디 및 공인인증서)
① 아이디는 회원의 면허번호로 설정되며, 공인인증서 등록 
후 진료협력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및 공인인증서 관리를 소홀히 하
거나  제3자에게 그 이용을 승낙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
우, 그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8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
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회원의 성명, 면
허번호,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제8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
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회원의 성명, 아
이디(면허번호)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2.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안내

기 존 개 정

제7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필수항목 : 이름, 면허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진
료과, 출신학교, 휴대폰, E-mail

제7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필수항목 : 이름, 면허번호, 진료과, 출신학교, 휴
대폰, E-mail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③ (신설)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③ 휴먼계정
1년간 진료협력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회원은 접속
이 제한되며, 공인인증서 재등록 후 사용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