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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프로그램은 부분 또는 전체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단 아래의 경우에만 예외가 됩니다.  

이 프로그램 중간에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doctor’s note 를 가져오시면 doctor’s note 가 작성된 

날짜를 기준으로 경과한 날짜에 맞게 부분 환불해 드립니다. (예, 시작 2 주후 날짜에 작성된 doctor’s note 

를 가져오시면 discount 된 최종 비용의 50% 환불) 
 

2. 4 주간, 총 8 회를 모두 내원하시면 마지막 진료일(첫 방문후 30 일이 되는 날)에 축하 

선물을 드립니다. � 
 
3. 환자가 4 주간 총 8 회를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담당 의료진이 판단하기에 리젠 

디톡스 다이어트를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판단하고, 또한 환자분이 저희가 홍보 

목적으로 환자 정보의 일부* 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시면 마지막 진료일에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 : 나이, last name 이니셜, 성별, 인바디 및 핏빗 데이터, 치료 과정의 증상 변화) 
 

4. 환자분이 받는 핏빗을 통해서 매일의 운동상황, 수면, 심박수의 변화 등을 저희 병원측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 
 

5. 제공되는 패키지  

a. 리젠 발효 한약 : 30 팩 한박스 - 하루 세번 복용, 10 일분  

b. 전해질 드링크 : 6 팩  - 하루 2-3 번 사용, 총 2-3 일분 - 무료  

* 처음 2-3 일 이후에는 본인이 직접 같은 것을 구입하여 프로그램이 끝날때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c. 핏빗 (활동량 측정기) 

d. 퍼스널 트레이닝 1 회권  



 
e. 인바디 분석 및 상담   

f. 복부 비만 집중 관리 (방문당 50 분) : 온찜질 10 분 + 전기침 10 분 + 전동 부항 및 

원적외선 돔 치료 30 분 : 회당 $120 X 8 회  
 
6. 사전 동의 내용  

a. 치료기간 동안 임신이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심장질환(pacemaker 등), 간질, 정맥 

혈전증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복부 지방 관리를 위해 전침을 사용합니다) 

b. 복부 지방 관리를 위해 전침을 사용하는데 이것으로 인해 상당수 환자에 있어서 그 

부위에 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 총 8회의 방문 기간 동안 본인 사정으로 내원하지 못하는 횟수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부분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d. 본인의 사정으로 리젠 발효 한약, 전해질 드링크, 핏빗, 퍼스널 트레이닝, 인바디 

분석 및 상담을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패키지에 대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e. 본 프로그램은 동의서를 작성하는 오늘 시작되며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은  

(       )년 (         )월 (        )일 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8회의 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마쳐야 하며 그 이후에는 남은 횟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7. 위 내용에 대해서 모두 이해하고 동의하며 그대로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환자 이름 :                                                               날짜 :  

서명  
 
8. 위 환자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상담 및 치료에 임할 것이며 환자와 진료시간 

외에도 리젠 프로그램에 관하여 수시로 상담에 응할 것을 약속합니다.  

담당 의료진 이름 :                                                   서명 :   

개인 전화번호 :  
  



스케줄 확정 및 내원 확인  
 

월          일          첫 상 담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