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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 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제 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직원채용∙인사관리 및 금융기관 임직원 정보교류 등 
  직원채용∙인사관리, 전직금융인 재취업 직원 및 금융기관간 임직원 정보교류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임직원 정보 처리목적 추가   

제 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당행 임직원 등의 개인정보는 퇴직 후에도 사고 예방∙조사,분쟁해결, 민원처리,법령 
  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임직원 정보 보유∙이용기간 추가  

제 3조(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 당행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수집 출처, 처리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 20조 제 2항 각 호에 근거하여 제 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 
  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날 로부 
  터 3영업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조항신설  

제 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당행은 고객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제 1항 제 2호,제 3호 및  
  제 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17조 제 2항  
  각호의 사항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합니다. 

 
 
열람, 정정∙삭제,처리정지 
미 고지 문항 추가  

제 12조 (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 제 12조(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 
 
- 당사 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 역시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임직원정보 처리의 개인정보 처
리방침 준용 추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보호법 제 31조 제 1항에 따른 당행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KB국민은행 준법지원부장 
 ㅇ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국민은행 
    본점 13층 
 ㅇ전화: 02)2073-7253 

제 1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 개인정보보호법 제 31조 제 1항에 따른 당행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정통망법 제

27조 제1항에 따른  당행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KB국민은행 준법지원부장 김기영 
  ㅇ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국민은행 본점 13층 
  ㅇ 전화:02)2073-2405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KB 국민은행 스마트금융부장 이민수 
  ㅇ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0 세우회 빌딩 5층 
  ㅇ 전화:02)2073-390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변경 및 명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