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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비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1.09.30. 현재) 

 

제1조 ~ 제2조         (생     략)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생     략) 

② 당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4.                 (생     략) 

 

제4조(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당행은 고객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 3.                 (생     략) 

 

②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

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

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체 변경시 공지사

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5조                  (생     략)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2.08.08. 현재) 

 

(현행과 같음)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행과 같음) 

② 당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

한 내용은 홈페이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개인(신용)정보 

제공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행과 같음) 

 

제4조(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당행은 고객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개인정보처

리(취급)방침 – “개인(신용)정보 처리 위탁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행과 같음) 

 

②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

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

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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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당행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및 상품서비스의 제공

을 위한 필수정보 및 선택정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1. ~ 3.                 (생     략) 

※ 당행은 고객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고객

의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동의 목적을 위해서만 제

한적으로 이용합니다. 

4.                      (생     략)   

 

제7조 ~ 제9조          (생     략)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고객은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kopico.or.kr / 

국번 없이 118) 

3.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 / 02-580-

0533~4) 

4.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www.spo.go.kr / 02-3480-2000) 

5.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 / 02-392-0330 

 

제11조                 (생     략)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당행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및 상품서비스의 제공

을 위한 필수정보 및 선택정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현행과 같음) 

※ 당행은 원칙적으로 고객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고객은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or.kr / 02-405-4710)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1336.or.kr / 국

번 없이 118) 

3.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 / 02-550-

9531~2) 

4.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www.spo.go.kr / 02-3480-2000) 

5.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 / 02-392-0330 

 

(현행과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