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내용 ]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부의 의사로 회원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약관적용일자까지 의사표시

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현행 약관 변경 약관 비고 

주식회사 핏펫이 운영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

('Fitpet Ahead_앱'과 '웹사이트_www.fitpet.co.kr'과 '

핏펫몰_www.fitpetmall.com')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30조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

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주식회사 핏펫이 운영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

(‘자사 모바일 기기용 애플리케이션’과' 핏펫몰

_www.fitpetmall.com')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30조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

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수정 

나. 제휴 보험사 (보상신청시) 

1)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DB손해보험㈜ 

2)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펫케어플러스에 따른 보상

신청 

3) 개인정보 항목 

다. 모발 검사 제휴 연구원  

1)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DB손해보험㈜ 

2)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펫케어플러스에 따른 보상

신청 

3) 개인정보 항목 

① 회원 정보 : 핏펫고객번호 

② 반려동물 정보 : 종류, 성별, 이름, 나이, 중성화 

여부, 전면사진 제공 

다. 모발 검사 제휴 연구원  

1)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와이에스환경기술연

구원 

2)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모발검사 결과 제공, 통계, 

연구, 결과에 대한 상담 

3) 개인정보 항목  

① 회원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② 반려동물 정보 : 반려동물의 기본 정보를 포함한 

설문 내용 

나. 제휴 보험사 (보상신청시) 

1)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DB손해보험㈜ 

2)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펫케어플러스에 따른 

보상신청 

3) 개인정보 항목 

① 회원 정보 : 핏펫고객번호 

② 반려동물 정보 : 종류, 성별, 이름, 나이, 

중성화 여부, 전면사진 제공 

다. 모발 검사 제휴 연구원  

1)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와이에스환경

기술연구원 

2)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모발검사 결과 제공, 

통계, 연구, 결과에 대한 상담 

3) 개인정보 항목  

① 회원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② 반려동물 정보 : 반려동물의 기본 정보를 

포함한 설문 내용  

 

수정 

 

 

마. 데이터 분석 제휴 연구원 

1)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노리스 

2)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데이터 분류 및 분석 

목적  

3) 개인정보 항목  

① 회원 정보 : 핏펫 고객번호 

② 반려동물 정보 : 반려동물번호, 종류, 성별, 

이름, 나이, 중성화 여부, 전면 사진, 영수증 

번호, 영수증 사진 제공  

추가 

1) 물품 배송 및 회송  

①위탁받는자(수탁자):CJ대한통운

(www.cjlogistics.com),한진

(http://www.hanjin.co.kr/Delivery_html/index.jsp)   

②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고객 대상 제품 배송 및 

회송 

③ 개인정보 항목 : 성명, 닉네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주소 

④ 보유 및 이용기간 : 회원 탈퇴 시 혹은 위탁 계약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 

1) 물품 배송 및 회송  

①위탁받는자(수탁자):롯데글로벌로지스 

(https://www.lotteglogis.com/home/reservatio

n/tracking/index) 

②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고객 대상 제품 배

송 및 회송 

③ 개인정보 항목 : 성명, 닉네임, 이메일, 휴

대전화번호, 주소 

④ 보유 및 이용기간 : 회원 탈퇴 시 혹은 위

탁 계약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 

수정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및 변경 

2.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9. 02부터 적용됩

니다.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및 변경 

2.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1. 01. 14부터 

적용됩니다.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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