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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변경대비표 

변경 전 (v16.0) 변경 후 (v17.0) 비 고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신 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금융보안 교육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제공받는 자 금융보안원, 금융보안원 교육센터 

제공목적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 훈련 (피싱메일 훈련), 금융보안 교

육 실시 등 교육관리 

제공항목 이름, 이메일 주소, 사번 

보유∙이용기간 
피싱메일 훈련 종료 후 및 금융보안원 교육센터 회원 탈퇴 

시 

 

포인트 지급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제공받는 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제공목적 포인트 지급 

제공항목 
보험료 결제정보 (보험료, 카드승인금액, 카드결제일, 카드

결제일시, 일련번호)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의 목적달성 시까지 

 

제공받는 자 추

가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수탁자 수탁업무 

(신설) (신설) 

다스카손해사정㈜, 세종손해사정㈜, 국

제손해사정㈜, 시너지질병상해손해사

정㈜, 파란손해사정㈜, 티앤지화재특종

손해사정㈜, 서울손해사정㈜, 아세아화

재특종손해사정㈜, ㈜해성손해사정, A-

보험금 손해사정, 심사, 사고조사업무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수탁자 수탁업무 

㈜ 더블유아이엔에스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업무 

다스카손해사정㈜, 세종손해사정㈜, 국

제손해사정㈜, 시너지질병상해손해사

정㈜, 파란손해사정㈜, 티앤지화재특종

손해사정㈜, 서울손해사정㈜, 아세아화

재특종손해사정㈜, ㈜해성손해사정, A-

ONE손해사정㈜, 바른화재특종손해사

보험금 손해사정, 심사, 사고조사업무 

위탁업체 변경 

개인정보취급 

위탁업체 상세

정보를 ‘첨부2’

와 같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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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손해사정㈜, 바른화재특종손해사

정㈜, 새한손해사정㈜, 세드윅 코리아 

손해사정㈜, 코마손해사정㈜, 한일손해

사정㈜, 해성손해사정㈜, 한리손해사정

㈜, 콤사손해사정㈜, 한바다손해사정

㈜, 탑손해사정㈜, 푸름손해사정㈜, 맥

클란스손해사정㈜, 솔로몬손해사정㈜, 

한서손해사정㈜, 인코크손해사정㈜, 카

스코손해사정㈜, 네스코손해사정㈜ 

회사는 수탁업체의 변경 시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공지 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련 변경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기적이고 주기적으

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업체 연락처는 개

인정보취급 위탁업체 상제정보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 새한손해사정㈜, 세드윅 코리아 

손해사정㈜, 코마손해사정㈜, 한일손해

사정㈜, 해성손해사정㈜, 한리손해사정

㈜, 콤사손해사정㈜, 한바다손해사정

㈜, 탑손해사정㈜, 푸름손해사정㈜, 맥

클란스손해사정㈜, 솔로몬손해사정㈜, 

한서손해사정㈜, 인코크손해사정㈜, 카

스코손해사정㈜, 네스코손해사정㈜, 고

려손해사정㈜, 진 손해사정㈜, SAS 손

해사정㈜ 

회사는 수탁업체의 변경 시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공지 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련 변경 사

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기적이고 주기적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위

탁기관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업체 연락처는 개인정보취급 위탁업체 상제정보를 클릭하

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칙 

⚫ 2020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ver16.0 

⚫ (신 설) 

부칙 

⚫ (좌 동) 

⚫ 2020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ver17.0 

부칙 업데이트 

이전 버전 바로보기 페이지 

(신 설) 

이전 버전 바로보기 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_v16.0  

이전버전 바로

보기에 v16.0 

파일 업로드 

http://www.acegroup.com/kr-kr/assets/personal-information-handling-company.pdf
http://www.acegroup.com/kr-kr/assets/personal-information-handling-company.pdf
http://www.acegroup.com/kr-kr/assets/personal-information-handling-company.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