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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하며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귀하의 신용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사항

동의함에 ‘V’로 체크해 주세요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
•
•

보험금 지급·심사(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포함) 및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보험금지급관련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
금융거래(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수납을 위한 금융거래 신청, 자동이체 등 접수) 관련업무
자금 실소유자 신원확인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보험금 청구서상 개인(신용)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증번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계좌정보
•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및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신용)정보[경찰, 공공기관,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 (단,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금융사고 조사,
보험사기 방지·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이용하며, 별도 보관)

※ 거래종료란 1)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2)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상법 제 662조등), 채권ㆍ채무관계소멸
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만기 등 사유발생일 이후라도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상환할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 또는 수사ㆍ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거래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본계약과 관련 하
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신용 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및 보험개발원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부터 조회하고자 합니다.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보험계약정보,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사고정보 포함), 피보험자의 질병 및 상해에 관한 정보
■ 개인(신용)정보 조회목적
• 보험금지급·심사(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포함) 및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 조회동의 유효 기간 및 조회자(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
(단,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
에 한하여 보유·이용하며, 별도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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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본계약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공공기관 등 :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보험요율산출기관) 등 공공기관,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위탁사업자 포함)
• 보험회사 등: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국내·국외 재보험사, 공제사업사, 체신관서(우체국보험),
금융거래 관련 계좌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 업무수탁자 등: 보험금지급·심사 및 보험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보험사고조사업체, 손해사정
업체, 의료기관·의사, 변호사, 위탁 콜센타 등)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
•
•
•
•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의무
공공기관 등 : 보험업법 등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위탁업무 포함)
보험회사 등 : 중복보험 확인 및 비례보상, 재보험 가입 및 재보험금 청구, 보험 계약 공동인수
업무수탁자 등 : 본 계약의 체결·이행 관련 위탁업무 수행, 진료비심사, 의료심사 및 자문업무
금융거래 업무(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수납)
자금세탁관련 요주의인물 여부 확인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보험금 청구서상 개인(신용)정보,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및 손해사정업무 수행과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신용)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최대 거래 종료 후 5년까지)
※ 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www.pcakorea.co.kr]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본계약과 관련하여 상기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사항에대하여 다
음과 같이 귀하의 민감정보(질병·상해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운전면허증번호·여권번호
처리)를 처리(수집·이용, 제공 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질병·상해정보 처리

동의함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운전면허증번호 처리, 여권번호 처리

동의함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기 내용과같이

처리하는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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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서명(인)

수익자

서명(인)

보험금실소유자

서명(인)

※
※

년

월

일
친권자
(후견인)

서명(인)
서명(인)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피보험자란에 작성바랍니다.
동의하시는 경우 계약관계자가 각각 서명하여 주시고,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서명바랍니다.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 부모 쌍방이 각자 서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경우부모 중일방이 부모 공동명의로
동의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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㓶ⳗ㉈㋐Ⳙ⸹ⷖⲂ㈊㍑Ⲳㄥ㐽 㓝㇇㊰ㄧ㊰ブ 㓶ⳗ㋐Ⳙシ⽹ケⰽ⿉ミ⸹⽳㍑Ⲳ㓟 㓶ⳗ㉈㋐Ⳙ⸹㋐ㆆⷣ㓝ⷖⲂ㈊ㆿⷖⳑ㍉⼺ⳓⱡ⿁ろ㈫ㆿⷿ㓟ㆈ
⾘㈷⿉ミ㓦⹗⼿ⷣⷭ
• ⷻろ㔔㒔㉈㋐ ZZZSFDNRUHDFRNU ㆿ㉼プ㓝ㄥ⽵Ⲅㆠ㈉⿁ろⲉ㍉⼺㋒㓮ⲂⲖ⿁㋐Ⳙ㇈㈷㔚㉊㓝ㄩヺ㉒ㄢⷣⷭ
•

ᰍᝍᔍℎǍ ᪅ඹᱶᱶℎǍ
• 㔤ろ㉃ 㓶ⳗ〖㋐Ⳙⱽ㉾⿁ 㓶ⳗⱽ㉾㆗ㆿ⸱㉃㓝ㄥ㋐ㆊⷖⲂ㈊ 㓶ⳗ㋐Ⳙろ㈫ㄩ㊀ 㓶ⳗ㍑Ⲳろ㈫ⰽ゙㉈㓟Ⲃ㈊ㆿⷖⷻろ㏑ヂ㐟⺗ⷖ 㓶ⳗㄫろ㑰
ブ〹㉖ 㔏㑰㈴㇊⻄㊰ㄥ⽵㉣ㄫろ⼲⿈㈴ㄩヺ㉒ㄢⷣⷭ
ᯙ░֘ᱲᙹ⪩⟹ᯕḡ XXXQDBLPSFBDPLS ᨱᱲᗮ⦹ᩍᝁℎ
ᬑ⠙ᱲᙹᕽᬙ✚ᄥᩢ॒⡍Ǎǎᱽɩᮖಽ⊖1$"ᔾᅕ⨹ɩᝍᔍ❡
ᱥ⪵ᔢݕᅕ⨹ɩᝍᔍ❡ ᗭእᯱᅕ⪙❡
관리번호 : CLM-ALL-17-CAF-3(2017.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