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1 개인정보처리방침공개

3.5.2 정보주체권리보장

3.5.3 이용내역통지

3.4.1 개인정보의파기

3.4.2 처리목적달성후보유시조치

3.4.3 휴명이용자관리

3.3.1 개인정보제3자제공
3.3.2 업무위탁에따른정보주체고지
3.3.3 영업의양수등에따른개인정보이전
3.3.4 개인정보의국외이전

3.2.1 개인정보현황관리
3.2.2 개인정보품질보장
3.2.3 개인정보표시제한/이용시

보호조치
3.2.4 이용자단말기접근보호
3.2.5 개인정보목적외이용.제공

3.1.1 개인정보수집제한
3.1.2 개인정보의수집동의
3.1.3 주민등록번호처리제한
3.1.4 민감/고유식별정보처리제한
3.1.5 간접수집보호조치
3.1.6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운영
3.1.7 홍보/마케팅목적활용시조치

개인정보의열람(35조),  개인정보의정정.삭제(36조) ,   
개인정보의처리정지등(37조) , 권리행사의방법/ 절차(38조),  
손해배상책임(39조), 법정손해배상의청구(39조의2)

6. 정보주체권리보장 이용내역통지 (39조의8)





삼성서울병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운영(e-IRB, 의학정보시스템)

삼성서울병원 의료정보시스템(EMR, OCS) 및 홈페이지 운영

고려대안산병원 의료정보시스템(OCS/EMR)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울산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OCS/EMR, 홈페이지 및 모바일 서비스

원광대학교병원 의료정보시스템(OCS/EMR)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고려대구로병원 의료정보시스템(EMR, OCS)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강남세브란스병원 의료정보시스템(EMR, OCS)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단국대부속병원 의료정보시스템(EMR, OCS)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인하대부속병원 의료정보시스템(OCS, EMR)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한양대학교병원
의료정보시스템(EMR,OCS), 홈페이지 및 모바일애플리케이션
운영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정보시스템(EMR,OCS), 홈페이지 및 모바일애플리케이션
운영

중앙대학교병원 의료정보시스템(OCS, EMR)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부산대학교병원 의료정보시스템(OCS, EMR)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경북대학교병원 의료정보시스템(OCS, EMR) 및 대표 홈페이지 운영

분당서울대병원 의료정보시스템(OCS, EMR)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영남대학교병원 의료정보시스템(OCS, EMR)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경상대학교병원 의료정보시스템(OCS, EMR)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충남대학교병원 의료정보시스템(OCS/EMR)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한림대성심병원
의료정보시스템(OCS/EMR) 및 홈페이지/모바일 앱 서
비스 운영

화순전남대병원 의료정보시스템(EMS, OCS)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양산부산대병원 의료정보시스템(OCS/EMR) 및 홈페이지 관련 서비스

원주세브란스병원 의료정보시스템(OCS/EMR)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인제대 부산백병원 의료정보시스템(OCS/EMR)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충북대학교병원 의료정보시스템(EMR, OCS)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건국대학교병원 의료정보시스템(EMR, OCS)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가톨릭대인천성모 의료정보시스템(EMR, OCS)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전북대학교병원 의료정보시스템(EMR, OCS)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가톨릭대서울성모 의료정보시스템(EMR, OCS)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전남대학교병원 의료정보시스템(EMR, OCS)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순천향대천안병원 의료정보시스템(EMR)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순천향대부천병원 의료정보시스템(EMR)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서울아산병원 의료정보시스템 운영(IMR, 홈페이지 서비스)

조선대학교병원 의료정보시스템(EMR, OCS)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고신대복음병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종합의료정보서비스(EMR)

고려대의료원 의료정보시스템(EMR, OCS)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연세의료원 의료정보시스템(EMR, OCS)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아주대학교의료원 의료정보시스템(OCS/EMR)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동아대학교의료원 의료정보시스템(OCS, EMR)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대구가톨릭대의료원 의료정보시스템(OCS, EMR)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경희의료원 의료정보시스템(OCS, EMR)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계명대동산의료원 의료정보시스템(EMR, OCS)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구분 분야(부서) 분류 메뉴 세부 메뉴 권한

A(의사) 암병원 관리자(정) 메뉴-1 *.1 ~ 열람

B(레지던트) 심장뇌혈관병원 관리자(부) 메뉴-2 *.1.1 ~ 열람/수정

C(간호사1~N) 연구센터 특수권한 메뉴-3 *.1.1.1 ~ 열람/수정/삭제

D(행정직1~N) 기능센터 사용자-N 메뉴-4 *.1.1.1.1 ~ 열람/수정/삭제/다운로드

E(IT직군 1~N) 교육센터 …… …… …… 권한부여

F (기타 1~N) 부서-N 사용자-N 메뉴-N ~N.N…..N 특수권한(로그점검 등)







수집
수집항목/경로대상/주기/담당자/보안조치/수집근거

보유/이용 제공 파기



평가업무명 수집

회원가입

수집항목 수집경로 수집대상 수집주기 수집담당자 수집근거 보안조치

(필수) 이름, ID, PW,HP,e-mail
(선택) 주소,성별,주민번호

홈페이지
모바일앱

이용자(환자, 예
약자, 민원인등)

상시 ***부서
이용자동의/
의료법*조*항
(주민등록번호)

전송암호화

보유〮이용

보유형
태

암호화항
목

이용항목 이용목적
Application
(Back-Office)

DB명 보안조치 담당부서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

수탁사
개인정보처리

수탁업무

DB 비밀번호

- 회원정보
(필수)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선택) 성별, 생년월일, 추천인아
이디

**가제공하는서비스
를계속적으로이용하
도록필요한정보를사
전에등록하여편익과

재화를제공

**관리 ** DB
비밀번호
암호화

A부서
B부서

회원관리담당자 ****
휴대폰번호인

증

제공 파기

제공목적 제공자 수신자 제공정보 제공방법 제공주기 암호화여부 중계시스템 제공근거 보관기간 파기절차 파기담당자 분리보관여부

예약진행
및확인

가나다 ABC
명, 전화번

호
엑셀문서
(이메일)

수시 파일암호화 N/A
개인정보보

호법
***

탈퇴후 30일
일단위
DB 삭제

파기담당자
휴면회원정보

분리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