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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 관련사항) 
당행은 고객께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상태에서 사용자 인증을 위
하여 ‘쿠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쿠키는 이용자 사이트에 대한 기본 설정정보를 보관하기 위해 해당 
웹사이트가 사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전송하는 소량의 정보입니
다. 쿠키 이용에 대한 선택권은 고객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웹 브라우저에서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
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하는 등의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쿠키의 저장을 거부하는 옵션을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서
비스 이용에 불편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 관련사항) 
· 당행은 고객께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상태에서 사용자 인증을 
위하여 ‘쿠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쿠키는 이용자 사이트에 대한 기본 설정정보를 보관하기 위해 해
당 웹사이트가 사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전송하는 소량의 정보
입니다. 쿠키 이용에 대한 선택권은 고객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
님의 웹 브라우저에서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
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하는 등의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쿠키의 저장을 거부하는 옵션을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 당행은 이 사이트 이용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Google 에서 제공
하는 웹로그 분석 도구인 Google Analytics 를 이용하여 이용자
의 방문 빈도, 방문 페이지 등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경우, 이용
자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 처리된 익명의 사용자 정보를 
이용하며, 고객이 브라우저 설정을 조정하여 쿠키 저장 거부를 통해 
구글 애널리틱스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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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당행의 개인정보 보호책임
자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에 따른 당행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당행의 개인정보 보호책임
자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에 따른 당행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담당 상무 권혁운 정보보호부 

전화번호 02)2073-6745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3 국민은행 서관 8층 

구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담당 상무 권혁운 정보보호부 

전화번호 02)2073-6745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3 국민은행 서관 8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