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 시행령 제17조(개정)에 따른 ‘중요한 내용’(밑줄): 최소 9p이상으로, 다른 내용보다 20%이상 크게

  연세대학교 외국유학생 건강보험 납부 지원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정보

주체

성명 핸드폰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학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료 납부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고자 하오니, 수집. 이용(및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①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연세대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료 체납여부 확인 
②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건강보험료 체납 여부(매 학기 마다 조회 할 수 있음)

③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2022. 9. 1.  ~ 학부 졸업시까지
④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연세대학교 학사포탈 수강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항목:  동의함■ □    동의안함□

2. 민감정보 처리 내역(민감정보 포함 시)
①민감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매 학기 마다 조회 할 수 있음)
②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매 학기 마다 조회 할 수 있음)

③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2022. 9. 1. ~ 학부 졸업시까지
④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연세대학교 학사포탈 수강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3.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고유식별정보 포함 시)
①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연세대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료 체납여부 확인 

②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외국인등록번호
③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2022. 9. 1.~ 학부 졸업시까지
④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연세대학교 학사포탈 수강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제3자 제공시) 
①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연세대학교    연락처 : 02-2123-3488
②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연세대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

료 체납여부 확인 

③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매 학기 마다 조회 할 수 있음)

④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2021. 8. 30.~ 학부 졸업시까지
⑤귀하는 연세대학교 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 납부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연세대학교 학사포탈 
수강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항목: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