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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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N빅풋 주식회사(http://www.nhnbigfoot.com 이
하 “회사”라 함)는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전

NHN빅풋 주식회사(http://www.nhnbigfoot.com 이
하 “회사”라 함)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하여야

기통신사업법 등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규상
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는 대한민국의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
수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
여 이용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사 지원 및 회사 소재지 방문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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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사항,

학력, 전공, 경력사항(경력직), 병역 사항(미필의 경우

경력사항(경력직), 병역 사항(면제사유 및 복무계획)

미필 사유), 장애사항(장애구분, 장애유형, 장애정도,

- 선택정보: 경력사항(신입), 자격사항, 수상내역,

장애 등록 번호 (단,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한함))

어학사항, 봉사활동, 보훈 사항(보훈 대상의 경우

- 선택정보: 경력사항(신입), 자격사항, 수상내역,

보훈번호 포함), 장애사항(장애구분, 장애유형,

어학사항, 봉사활동, 보훈 사항(보훈 대상의 경우

장애정도, 장애 등록 번호 (단, 장애가 있는 경우에

보훈번호 포함)

한함))

(중략)

(중략)

나. 플레이허브(TCC1) 방문 신청 접수 시

- 필수정보: 성명, 소속회사/부서, 휴대폰번호

둘째, 회사는 제휴제안 접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 선택정보: 차종, 차량번호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정보: 회사(기관)명, 제안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다. 일일 주차 신청 접수 시

주소

- 필수정보: 성명, 차종, 차량번호
셋째, 회사는 기업윤리상담센터 상담/신고하기 접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단, 익명으로 작성 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 필수정보: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성명, 비밀번호
넷째, 회사 소재지 등 방문 시, 방문 신청 접수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플레이뮤지엄 방문 신청 접수 시
- 필수정보: 이름, 소속회사/부서, CCTV 영상정보,
출입기록
- 중요방문객의 경우 차량 이용 시: 차종, 색상,
차량번호

나. 플레이허브(NCC1) 방문 신청 접수 시
- 필수정보: 이름, 소속회사/부서, CCTV 영상정보,
출입기록
- 선택정보: 차종, 차량번호

다. 출입증 발급 시
- 필수정보: 이름, 영문이름, 소속회사, CCTV 영상정보,
출입기록
- 장기 출입증 발급 시 추가 수집 정보 : 사진,
재직증명서

라. 통제구역 출입 등 관리대장 기록 시
- 필수정보: 이름, 소속회사/부서, 휴대폰번호

마. 일일 주차 신청 접수 시
- 필수정보: 성명, 차종, 차량번호

바. NHN KR2 데이터센터 서버룸
- 필수정보: 성명, 소속, 연락처

(3)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수집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세분화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가. 입사진형 진행, 입사 지원서 수정, 자격요건의

가. 입사진형 진행, 입사 지원서 수정, 자격요건의

확인, 합격 여부 확인, 지원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확인, 합격 여부 확인, 지원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 확보.

경로 확보.

나. 회사 소재지 등 방문 신청 접수 및 관리,

나. 제휴제안 접수 및 처리결과 회신

개인식별, 차량 확인, 주차 신청 접수

다. 기업윤리상담센터의 상담/신고 접수 및 처리결과
회신
라. 회사 소재지 등 방문 신청 접수 및 관리,
개인식별, 차량 확인, 주차 신청 접수

(4)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 목적과, 재위탁사를 신규로 추가 수정하였습니다.
개정 전
수탁업체
엔에이치엔㈜

개정 후
위탁업무 내용

입사지원자와의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엔에이치엔㈜

입사지원자와의

의사소통 및 채용 관련

의사소통 및 채용 관련

업무, 회사 소재지 등

업무, 제휴제안,

방문 접수 및 관련 업무

기업윤리상담, 회사
소재지 등 방문 접수 및
관련 업무
*프로에스콤

회사 소재지 등 방문

*IBS 인더스트리

접수 및 CCTV 영상
관련 업무,
출입통제시스템 관리 등
물리보안업무

(5)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및 보유기간을 처리 목적별로 수정하였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중략)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입사지원자가 입사지원서를 최종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입사지원일로부터

해당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채용공고 마감일로부터

1 년간 보유하며, 만일 입사지원자가 별도 선택하여

7 일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다만, 입사지원자가

동의한 경우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회사의

동의를 철회하여 인력풀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삭제를

인력풀에 저장하여 동의일로부터 5 년간 보관 후

요청하면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합니다.

파기합니다. 다만, 입사지원자가 동의를 철회하여
인력풀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면 회사는

둘째, 회사는 제휴제안 이용자 및 기업윤리상담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목적 달성 시 파기합니다.

셋째, 회사는 회사 소재지 등 방문 시에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이 보유 후 파기합니다.

가. 플레이뮤지엄 방문 신청 접수 시
- 수집일로부터 90 일(단, CCTV 영상정보 60 일,
출입기록 1 년 보관)
나. 플레이허브(NCC1) 방문 신청 접수 시
- 수집일로부터 90 일(단, CCTV 영상정보 60 일,
출입기록 1 년 보관)
다. 출입증 발급 시
- 수집일로부터 90 일(단, CCTV 영상정보 60 일,
출입기록 1 년 보관)
라. 통제구역 출입 등 관리대장 기록 시
- 수집일로부터 90 일(단, CCTV 영상정보 60 일,
출입기록 1 년 보관)
마. 일일주차 신청 접수 시
- 수집일로부터 3 개월
바. NHN KR2 데이터센터 서버룸
- 수집일로부터 2 년

(6) 그 밖에 기타 오기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2. 적용 시기
- 변경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1년 9월 24일자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3. 이의 및 문의제기
- 변경된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회사 서비스 고객센터로 접수해 주시
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