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에펜도르프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회사의 제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 이용목적 보유기간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성별, 전화

번호, 소속기관, 주소, 우편번호, 이

메일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

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

인 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등  

[*] 

성명, 전화번호, 소속기관, 주소, 우

편번호, 이메일, 주소, 직책, 부서 

콜센터 및 홈페이지 A/S 서비스 접수, 상

담 

수집일로부

터 5년 

성명, 전화번호, 소속기관, 이메일 홈페이지 견적 신청 [*] 

성명, 성별, 소속기관, 주소, 우편번

호, 이메일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이용 수집일로부

터 3년 

성명, 전화번호, 소속기관, 부서, 이

메일 

온라인 / 오프라인 경품 응모 시 
[*] 

[*] 
A/S 이용, 제품 교환/환불, 구매 수집일로부

터 5년 

[예시: 배송지 정보 (이름, 연락처, 

주소), 

결제 정보  

1) 신용/체크카드: 카드사명, 카

드번호 등 정산을 위한 정보 

2) 계좌이체: 계좌번호, 계좌주, 

입금자(이름) 

3) 간편결제서비스(페이코/카카오

페이/네이버페이): 이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물품배송 

[*] 

[방문일시, 결제기록, 이용정지기록, 

접속기록, IP주소, 쿠키, 단말기 정

보(타입, OS버전, 모델명, 단말기 식

별번호), 통신사 정보 등]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중 자동으로 생성 

및 수집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 이용목적 보유기간 동의 여부 

직책, 부서, 팩스

번호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

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

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

지 등 

[*] (예, 아니오) 

직책, 부서, 전화

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이용 

수집일로부터 

3년 
(예, 아니오)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 재화/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 이용목적 보유기간 

[*]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신규 서비스(제

품)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서비

스의 유효성 확인, 접속빈도 파악 또는 회

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등 

[*] 

 

※ 위의 재화/서비스 홍보 또는 판매 권유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재화/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 (필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에펜도르프코리아 대

리점: ㈜한독, 유정메

디텍, 대덕과학, 중수

과학, 충남이화학, 한

신과학의료기, 한독사

이언스, 태영LS, 팔이

합성, 선일과학, 와이

제이사이언스, 메디코

아펙스, 다물, 금성하

이텍, 그린메디랩, 신

원의료약품, 케이디메

딕스, 한국엔비에스 

제품 견적 업무, AS 

서비스, 제품구매 및 

결제 배송 기타 구매

거래체결 및 이행 

성명, 전화번호, 소속기관, 주소, 

우편번호, 이메일 

개인정보 

이용목적 

달성 시 까

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 (필수) 개인정보 국외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 목적 보유기간 
제공하는 항

목 
동의 여부 

Eppendorf AG 

a) myEppendorf 

(epPoints 리워드 

적립, 제품 등록에 

따른 

myEppendorf 회

원 가입) 

b) 뉴스레터 및 

웨비나 등록/해지 

c) 제품 문의, 샘

플 요청, 데모 신

myEppendorf 회

원 탈퇴 시까지 

보유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해 

개인정보를 보유

해야 하는 경우 

제외). 

다만, 이미 발생한 

민원 처리 등 위 

필수항목: 성

명, 아이디, 

비밀번호, 성

별, 전화번

호, 소속기

관, 주소, 우

편번호, 이메

일 

(예, 아니오) 

선택항목: 직 (예, 아니오) 



청 및 학술 지원 

요청 

수집∙이용 목적 범

위 내에서 회원 

탈퇴 이후에도 개

인정보를 이용하

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목 

적을 달성한 후에 

지체 없이 파기. 

책, 부서, 팩

스번호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   년    월    일 

 

본인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에펜도르프코리아 주식회사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