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년 금융분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법 및 활용실무 수강안내

(한국신용정보원 비식별지원팀, ’17.3.15)

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분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 전문기관으로서

관계부처가 합동 제정·시행하고 있는『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2016.6.30)』에 따라 금융분야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관련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개요 

 ⚬ 교육명 : ’17년 금융분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법 및 활용실무(1차)

 ⚬ 수강대상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관심 있는 금융업권 빅데이터 

분석 담당자,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담당자, 핀테크 

업체 담당자 등

☐ 일시 및 장소

 ⚬ 일시 : ’17. 3. 30. (목), 13:00 ~ 18:00 (총 5시간)

    ※ ’17.6월, 9월, 11월에 동일 강의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 장소 :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19(명동1가 4-1) 

    ※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

 ⚬ 기간 : ’17. 3. 15. (수) ~ ’17. 3. 22. (수), 18:00

     ※ 수강인원 제한(50명)으로 인해 수강신청을 조기 마감할 수 있습니다. 

     ※ 교육수강 확정통보는 ’17.3.23.(목)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 방법 : 첨부 양식 작성 후 이메일(de-id@kcredit.or.kr) 전송



☐ 강의 구성

교시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 13:00~13:50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 절차 및 방법 한국신용정보원

2 14:00~14:50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관련 규정의 이해

김경하 대표

(제이앤시큐리티)
3 15:00~15:50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관련 기법

4 16:00~18:00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실습

☐ 문의처 

 ⚬ 비식별지원팀 이수진 조사역 (02-3705-5788 / de-id@kcredit.or.kr)

☐ 기타

 ⚬ 수료 기준 : 참여율(80%) 이상

    ※ 수료증은 강의 종료 후 일주일 내에 이메일로 개별 발송할 예정입니다.

    ※ 수강 확인은 강의 시작 전·후 두 차례 참석확인을 할 예정이며, 두 차례 모두 

참석확인이 되어야 수료가 인정됩니다. 

 ⚬ 동일 소속기관 수강자가 많을 경우, 참석인원 조정을 요청드릴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수강신청 확정통보 후 수강생의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 

’17.3.28.(화) 오후 3시까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수강신청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기한 내에 사전 연락 없이 강의에 불참하실 

경우, 차기 교육 수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고】오시는 길

 ⚬ 장소 :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19(명동1가 4-1) 

 
버스

(을지로입구 하차)

100(파랑), 105(파랑), 152(파랑), 202(파랑), 261(파랑), 408(파랑), 

472(파랑)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하차(5번출구), 4호선 명동역 하차(6, 7번 출구) 



【첨 부】
「’17년 금융분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법 및 

활용실무(1차)」 수강 신청

성명

소속 
회사명

부서명

이메일

전화번호(휴대폰)

비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한국신용정보원은 「’17년 금융분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법 및 활용실무(1차)」 

교육을 개최합니다. 교육를 수강하실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1. 수집 목적 : 「’17년 금융분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법 및 활용실무(1차)」 교육 

운영(수강신청 접수, 참석 확인, 수료증 발송, 공지사항 전달 등)

 2. 수집 항목 : 성명, 소속, 이메일, 전화번호(휴대폰)

 3. 보유 기간 : 교육 종료 후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강의 수강신청, 수료증 발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자 성명               (서명)

한국신용정보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