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처리지침 개정사항 비교표(2020년 08월 05일)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전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7조의 2에 

(문구 삭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특례로 

반영되어 관련 문구를 

삭제. 

[고객] [정보주체] 제2조 [정의]에 근거한 

관련 항목의 문구 수정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법] 

제2조(정의) 신설에 

따른 문구 수정 

제3조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제2항 

(이하생략)~ 

제3조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제4항 

(이하생략)~ 
근거 법의 항목 변경 

제4조 ①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문구 삭제) 

개정 법 제2조(정의) 

8호 신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1.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 신용조회회사[(KCB), 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 

1.2. 제휴업체  

- 제휴업체 현황 : 

홈페이지>보안센터>개인정보처리방침>개인정보 

제휴/위탁업체 제공 현황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1.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조회회사[(KCB), 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 

1.2. 제휴업체  

- 관련 업체 현황 : 

[홈페이지>고객센터>보안센터>개인신용정보 

외부제공현황>제휴업체] 

신용정보집중기관 삭제 

및 제휴업체 현황 경로 

수정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1. 수탁업체  

- 수탁업체 현황 : 홈페이지 > 보안센터 >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 제휴/위탁업체 

제공 현황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2. 수탁업체  

-관련 업체 현황 : 

[ 홈페이지>고객센터>보안센터>개인신용정보 

외부제공현황>위탁업체] 

수탁업체 현황 경로 

수정 

제9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5영업일 ~ 

3. 상법 제33등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제9조(개인정보의 파기와 절차 및 방법) 

① ~5일~ 

3.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제9조 조항명 및 관련 

일자의 명확화와 

보존근거 법 조항 

(표 삽입)의 추가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고객은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 

1833-6972) 

2.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  

3.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 

1833-6972)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3. 정보보호보호협회 개인정보보호 인증 

기관 명칭 및 연락처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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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80-0533~4) 

4.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www.spo.go.kr / 

02-3480-2000) 

5. 경찰청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 

국번없이 182) 

(www.eprivacy.or.kr / 02-550-9531~2) 

4.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www.spo.go.kr / 

[국번없이] 1301) 

5.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www.police.go.kr/www/securit

y/cyber.jsp / [국번없이]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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