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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주식회사 보쉬렉스로스코리아 (이하 “회사”)는 회사가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회사 내부 

운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8 년 5 월 31 일부터 시행됩니다. 

 

2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목적 처리항목 

회사 내 출입 인원 및 차량에 대한 확인 및 

입.출입 관리 

성명, 회사명, 직급, 연락처, 부서 

우편(전자우편 포함) 발송·문자 메시지 

전송·전화 등을 통한 교육 소식 전달 및 이벤트 

안내 전달 

성명, 회사명, 직급, 연락처, 이메일 주소  

 

고객사, 일반인, 내부직원 대상 EDC(Electronic 

Device Control) 교육의 주최 

성명, 전화번호, 메일주소, 업체명 및 부서 

2-1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웹사이트를 방문 시, 웹사이트를 방문하게 된 경로(referrer), 이용자가 열어본 페이지, 다운받은 

파일(다운로드), 비디오 및 오디오 트랙, 클릭한 개별 링크들, 검색한 단어 또는 구절(사이트 

검색), 방문기간, 이용된 브라우저 등과 같은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용자가 배너, 

비디오 광고, 검색 엔진 광고 등과 같은 온라인 광고를 통해 방문했다면, 어떤 배너나 광고 

단어 등을 통해 보쉬 웹 사이트로 방문했는지 또한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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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웹사이트를 최적화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다 나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쿠키 이용 

1) 쿠키 

쿠키는 Online Offer 에 액세스할 때 귀하의 컴퓨터에 저장되는 작은 텍스트 파일입니다. 

다음에 다시 이 Online Offer 에 액세스하는 경우 귀하의 브라우저는 쿠키 콘텐츠를 해당 

판매자에게 되돌려 보내 터미널 장치의 재식별을 허용합니다. 쿠키를 읽으면 당사가 귀하를 

위해 당사의 Online Offer 를 최적으로 설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귀하가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쿠키의 비활성화 및 삭제 

당사 인터넷 페이지를 방문할 때 당사 페이지에 설정된 쿠키를 허용할지 또는 설정에서 쿠키를 

비활성화할지 묻는 쿠키 레이어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쿠키를 차단하기로 결정한 경우 귀하의 브라우저에 거부 쿠키가 설정됩니다. 이 쿠키는 귀하의 

반대 의사를 지정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쿠키를 비활성화하면 당사 인터넷 페이지의 개별 

기능이 비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으로, 거부 쿠키는 기술적인 이유로 실제 

브라우저에서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쿠키를 삭제하거나 다른 브라우저 또는 다른 터미널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다시 거부해야 합니다.  

귀하가 다른 제공업체를 통해 타사 인터넷 페이지를 방문하는 동안에는 설정된 쿠키에 기본 

설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브라우저에서 언제든지 쿠키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브라우저의 도움말 

기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개별 기능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다음 웹 페이지에서 타사 쿠키의 사용을 관리 및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http://www.youronlinechoices.com/uk/your-ad-choices. 

http://www.youronlinechoices.com/uk/your-ad-ch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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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이 웹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콘텐츠와 가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습니다. 

 

분석 쿠키 

당사는 분석 쿠키를 사용하여 당사 사용자의 사용 행동(예를 들어 검색 쿼리 입력)을 기록하고 

통계적으로 평가합니다. 

 

타사 광고 쿠키 

또한 당사는 타사가 광고 쿠키를 통해 당사 사용자의 데이터를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당사와 타사는 당사의 Online Offer 사용자에게 당사의 Online Offer 에 국한되지 

않는 사용자의 모든 사용 행동(예를 들어 광고 배너 클릭, 서브 페이지 방문, 검색 쿼리 입력)의 

분석에 근거한 관심 기반 광고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전환 쿠키 

당사의 전환 추적 파트너는 귀하가 해당 파트너의 광고를 통해 당사 웹 사이트에 들어온 경우 

귀하의 컴퓨터에 쿠키("전환 쿠키")를 설정합니다. 이 쿠키는 일반적으로 30 일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쿠키가 아직 만료되지 않은 경우 당사와 해당 전환 추적 파트너는 특정 

사용자가 광고를 클릭하여 당사 페이지로 이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환 쿠키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전환 통계를 작성하고 해당 광고를 클릭하여 전환 추적 태그가 제공된 페이지로 

이동된 총 사용자 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소셜 플러그인과 관련된 쿠키 추적 

당사 Online Offer 의 일부 페이지에는 다른 제공업체(예를 들어 Facebook, Twitter)의 콘텐츠 

및 서비스가 통합되어 이 업체가 쿠키 및 활성 구성 요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제공업체가 수행한 개인 데이터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소셜 플러그인 섹션에 나와 

있는 소셜 플러그인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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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분석 

당사 Online Offer 를 보다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하고 범위 측정과 시장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당사는 당사 Online Offer 의 사용과 관련한 통계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이 섹션에서 설명하는 웹 분석 도구를 사용합니다. 

이 도구에서 분석 쿠키를 사용하거나 로그 파일을 평가하여 만든 사용 프로필은 개인 데이터와 

함께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 도구는 사용자 IP 주소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수집 후에 즉시 

줄입니다. 

도구 판매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닌 당사 지침에 따라 프로세서로서만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다음에서 각 도구 판매자에 대한 정보와 도구로 데이터 수집 및 처리에 반대 의사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의할 점으로, 거부 쿠키를 사용하는 도구의 경우 거부 기능은 개별 장치 또는 브라우저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 터미널 장치 또는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모든 장치와 모든 

브라우저에서 거부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일반적으로 쿠키 사용을 비활성화하면 사용 프로필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섹션 

쿠키의 비활성화 및 삭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New Relic 쿠키 

이 Javascript 코드는 사용자 장치에서 실제 응답 시간을 측정하는 코드 스니펫입니다. 이는 

페이지의 실제 렌더링 시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합니다. 

개인 데이터는 수집되지 않습니다. 이는 독점적 통계 측정 데이터입니다.  

https://docs.newrelic.com/docs/insights/insights-data-sources/default-events-

attributes/synthetics-default-events-attributes-insights#synthetics-attributes 

 

https://docs.newrelic.com/docs/insights/insights-data-sources/default-events-attributes/synthetics-default-events-attributes-insights#synthetics-attributes
https://docs.newrelic.com/docs/insights/insights-data-sources/default-events-attributes/synthetics-default-events-attributes-insights#synthetics-attrib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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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outmulti 쿠키 및 Utag_main 쿠키 

이는 영구 쿠키입니다. 이 쿠키는 당사의 태그 관리 시스템인 Tealium 과 연계되어 사용됩니다. 

쿠키 저장 시간은 주로 귀하의 브라우저 설정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1 년까지 귀하의 최종 장치에 

유지됩니다.  

개인 데이터는 수집되지 않습니다. 이는 통계 데이터일 뿐입니다. 귀하의 IP 주소는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WebTrends 

WebTrends는 WebTrends Inc., 851 SW 6th Ave., Suite 1600, Portland, Oregon 97206, USA에서 

제공합니다.  

귀하는 다음 링크를 클릭한 후 거부 가능성을 사용하여 귀하 데이터의 수집 또는 처리에 반대 

의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https://ondemand.webtrends.com/support/optout.asp 

 

Tealium 

Tealium 은 TEALIUM Inc., 11095 Tarreyana Road, San Diego, CA 92121, USA 에서 

제공합니다. 

https://tealium.com/what-is-tag-management/ 

 

소셜 플러그인 

당사의 Online Offer 에서 당사는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의 소위 소셜 플러그인을 사용합니다. 

이는 이 섹션에 개별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경우 귀하의 인터넷 브라우저가 해당 소셜 네트워크 서버에 직접 

연결됩니다. 이렇듯, 귀하가 해당 제공업체의 사용자 계정이 갖고 있지 않거나 현재 귀하의 

https://ondemand.webtrends.com/support/optout.asp
https://tealium.com/what-is-tag-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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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에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제공업체는 당사 Online Offer 의 해당 사이트에서 

귀하의 인터넷 브라우저가 액세스한 정보를 전달 받습니다. 이 경우 (IP 주소를 포함한) 로그 

파일이 귀하의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해당 제공업체의 서버로 직접 전송되어 저장될 수 있습니다. 

제공업체 또는 제공업체 서버가 EU 또는 EEA 외 지역에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플러그인은 소셜 네트워크 제공업체의 독립형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사는 

제공업체가 수집 및 저장하는 데이터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수집의 목적과 범위, 소셜 네트워크에 의한 데이터의 계속된 처리 및 사용은 물론 귀하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귀하의 해당 권리와 설정 옵션도 해당 소셜 네트워크의 데이터 보호 

고지를 참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제공업체가 데이터를 수신하거나 해당 시 데이터를 저장 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Facebook 플러그인 

Facebook 은 Facebook Inc., 1601 S. California Ave, Palo Alto, CA 94304, USA 에서 

www.facebook.com 으로 운영하고 Facebook Ireland Limited, Hanover Reach, 5-7 Hanover 

Quay, Dublin 2, Ireland("Facebook")에서는 www.facebook.de 로 운영합니다. Facebook 

플러그인과 모양에 대한 개요는 다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developers.facebook.com/docs/plugins. Facebook 의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facebook.com/policy.php. 

 

Twitter 플러그인 

Twitter 는 Twitter Inc., 1355 Market St, Suite 900, San Francisco, CA 94103, 

USA("Twitter")에서 운영합니다. Twitter 플러그인과 모양에 대한 개요는 다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twitter.com/about/resources/buttons. Twitter 의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twitter.com/privacy. 

 

 

http://www.facebook.com/
http://www.facebook.de/
https://developers.facebook.com/docs/plugins
http://www.facebook.com/policy.php
https://twitter.com/about/resources/buttons
https://twitter.com/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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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플러그인 

Google+는 Google Inc., 1600 Amphitheatre Parkway, Mountain View, CA 94043, 

USA("Google")에서 운영합니다. Google 플러그인과 모양에 대한 개요는 다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developers.google.com/+/plugins. Google+의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oogle.com/intl/de/+/policy/+1button.html 

 

Pinterest 플러그인 

Pinterest 는 Pinterest Inc., 808 Brennan St, San Francisco, CA 94103, USA("Pinterest")에서 

운영합니다. Pinterest 플러그인과 모양에 대한 개요는 다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developers.pinterest.com/tools/widget-builder/. Pinterest 의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about.pinterest.com/en/privacy-policy. 

 

Instagram 플러그인 

Instagram 은 Instagram LLC., 1601 Willow Road, Menlo Park, CA 94025, 

USA("Instagram")에서 운영합니다. Instagram 플러그인과 모양에 대한 개요는 다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instagram.com/post/36222022872/introducing-instagram-

badges. Instagram 의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help.instagram.com/155833707900388/.  

 

정보 및 액세스 권리 

귀하는 귀하의 개인 데이터가 처리되는지 그 여부를 당사로부터 확인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귀하의 개인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수정 및 삭제 권리 

귀하는 당사로부터 부당한 지체 없이 귀하에 관한 부정확한 개인 데이터의 수정 결과를 받아 

볼 권리가 있습니다. 처리 목적을 고려할 때 귀하는 보충 진술의 제공을 포함하여 불완전한 

개인 데이터를 완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 보존 기간의 법적 의무 근거가 되는 

https://developers.google.com/+/plugins
http://www.google.com/intl/de/+/policy/+1button.html
https://developers.pinterest.com/tools/widget-builder/
https://about.pinterest.com/en/privacy-policy
http://blog.instagram.com/post/36222022872/introducing-instagram-badges
http://blog.instagram.com/post/36222022872/introducing-instagram-badges
https://help.instagram.com/155833707900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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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에 액세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처리가 제한됩니다(다음 참조). 

처리 제한 

법적 요구사항이 충족되는 한 귀하는 귀하 데이터의 처리를 제한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에 반대 

귀하는 언제든지 당사의 데이터 처리에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의 관심, 권리 및 자유를 

넘어선 증명 가능한 추가 처리 사유를 제공하거나 법적 청구권의 증명 가능한 제정, 행사 또는 

방어 사유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킨다고 당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개인 데이터를 더 이상 처리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관심"이라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데이터 처리에 반대 

또한 귀하는 정당한 관심에 기반하는 한 언제든지 귀하 개인 데이터의 처리에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의 권리를 무효로 하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른 설득력 있는 합법적 근거를 

당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 데이터의 처리를 종료합니다. 

동의 철회 

귀하가 귀하 데이터의 처리에 동의한 경우 귀하는 즉각적인 효력을 가지고 이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철회 이전의 데이터 처리 적법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해당 Online Offer 의 설정에서 가입 시 언급된 링크를 사용하여 가입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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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할 것입니다.  

회사가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회사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받는 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이그린텍 회사 출입관리 

 

5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합니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 3 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1 개인정보의 열람 

(1) 정보주체는 회사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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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는 정보주체로부터 열람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10 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2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1)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회사에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3)  회사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합니다 

 

6.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1)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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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3) 회사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6.4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의 정지 요구는 정보주체,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등이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정보에 대한 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8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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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아 배대식 김민희 오성운 

031-270-4151 031-270-4352 031-260-9946 042-939-7502 

Sunah.Kim@kr.bosch.com Daesic.Bae@kr.bosch.com Minhee.Kim@kr.bosch.com Sungun.Oh@kr.bosch.com 

 

 

기타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센터 

- 전화:  (국번없이) 118 (ARS 내선 2 번)  

- 전자우편:  privacyclean@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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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역 

버전 날짜 담당자 수정 내용 

1.0 2012.02.24 RBKR/DSO 

권미나 

• 고객용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공표 

2.0 2013.08.12 RBKR/DSO 

권미나 

• 정부부처명 변경, 위탁받는자 및 위탁업무내용 변경(추가, 

삭제) 

3.0 2014.06.26 RBKR/DSO 

권미나 

• 개인정보항목 변경(삭제), 제 3 자 제공 사항 변경(삭제) 

4.0 2015.06.24 RBKR/DSO 

배대식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중 개인의 경력에 관한 사항에서 

일부 개인정보 삭제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중 회사 영업의 양도에 관한 세부내용 

추가  

• 소관 정부부처 명 변경  

• 당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변경  

4.1 2016.10.31 RBKR/DSO 

김선아 

• 당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변경 

4.2 2017.07.31 RBKR/DSO 

김선아 

• 개인정보 제 3 자 제공 항목 삭제 

• 개인정보 위탁 현황 변경 

4.3 2018. 05.09 RBKR/DSO 

김선아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일부 변경 

•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추가 

• 개인정보처리 위탁업체의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