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에 대한 안내

안녕하세요. 엔에이치엔픽셀큐브 주식회사입니다.
회사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에 대한 안내 말씀드립
니다.
회사는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어떤 사안보다도 우선하여 안
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주요 변경사항을 확인하시고 서비스 이용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사항
(1) 서론
- 2020.08.05 법령 개정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대하여 현행화 반영하였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NHN픽셀큐브 주식회사(http://www.nhnpcube.com
이하 “회사”라함)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

NHN픽셀큐브 주식회사(http://www.nhnpcube.com
이하 “회사”라함)는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
통신사업법 등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규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한 개
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등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규
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관련 법령에 의
거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장애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 중증여부” 표기를 “장애정도”로 변경하였으며 기존 “번호” 표
기를 “장애 등록 번호” 와 같이 보다 명확히 표기하였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1.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중략)

(중략)

- 필수정보: 성명, 입사 지원 수정용 비밀번호, 이메일

- 필수정보: 성명, 입사 지원 수정용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국적, 출신학교,

주소,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국적, 출신학교,

학력, 전공, 경력사항(경력직), 병역 사항(미필의 경우

학력, 전공, 경력사항(경력직), 병역 사항(미필의 경우

미필 사유), 장애사항(장애구분, 장애유형, 장애등급,

미필 사유), 장애사항(장애구분, 장애유형, 장애정도,

중증여부, 사유, 번호 (단,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한함))

장애 등록 번호 (단,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한함))

(3)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자동 수집 거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행화 반영하였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8.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

8.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

한 사항

한 사항

(중략)

(중략)

다.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다.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중략)

(중략)

② Chrome 웹 브라우저

② Chrome 웹 브라우저

우측 상단 메뉴 [설정] > [고급] > [개인정보 및 보안] >

우측 상단 메뉴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 > [사이트

[사이트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설정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설정

(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연락처
- 개인정보의 침해에 대하여 신고나 상담을 수행하는 기관명과 연락처를 현행화 반영하였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10.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연락처

10.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연락처

(중략)

(중략)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름: 최종옥

이름: 김정수

소속/직위: 경영지원팀 / 이사

소속/직위: 경영지원팀 / 수석

이메일: privacy@nhnpcube.com

이메일: privacy@nhnpcube.com

전화번호: 1544-6859

전화번호: 1544-6859

(중략)

(중략)

기타 개인정보침해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타 개인정보침해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국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국

번없이 118)

번없이 118)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http://www.spo.go.kr, 국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http://www.spo.go.kr, 국

번없이 1301)

번없이 1301)

-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https://ecrm.cyber.go.kr,

(http://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

국번없이 182)

국번없이 182)

2. 적용 시기
- 변경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1년 05월 10일자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3. 이의 및 문의제기
- 변경된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회사 서비스 고객센터로 접수해 주시
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