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엘서플라이체인코리아주식회사
개인정보 처리/취급
처리 취급방침
취급방침 (V0.1)

디에이치엘서플라이체인코리아주식회사(www.dhl.co.kr, 이하 ”회사” 또는 ”디에이치엘서플라이체
디에이치엘서플라이체
인”)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합니다.
디에이치엘서플라이체인은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에 따
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
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취급방침(이하 “본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디에이치엘서플라이체인은 본 방침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 사항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회사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
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정보통신망
법 제24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제공
본인 확인, 콘텐츠 제공, 발송물 예약, 물품배송, 계약서·청구서 발송, 맞춤 서비스 제공, 요금
결제·정산, 물품배송에 관한 문의 및 요청에 대한 응답, 소식 및 자료의 제공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1.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
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이벤트 참여확인 및 경품제공
전화, SMS, 이메일, DM 발송을 통한 당사 상품서비스에 대한 제반 마케팅활동, 판촉행사 및
이벤트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회사는 다음과 같이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2.

3.

4.

5.

6.

7.

개인정보 파일명 : 운송 서비스 문의 관련 일반정보
• 개인정보 항목(필수) : 이름, 이메일
• 개인정보 항목(선택) : 전화번호, 회사명, 부서명
• 수집방법 : 유선/이메일을 통하여 제공 받음
개인정보 파일명 : 운송 서비스 제공 관련 일반정보
• 개인정보 항목(필수) : 발송인·수취인의 이름, 국가, 회사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 항목(선택) : 직함, 부서명
• 수집방법 : 유선/ 이메일/ 문서 등을 통하여 제공 받음
개인정보 파일명 : 협력사 관련 일반정보 (별첨A, 별첨B)
• 개인정보 항목(필수) : 이름, 상호,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주소
• 개인정보 항목(선택) :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
• 수집방법 : 이메일 /문서를 통하여 제공 받음
개인정보 파일명 : 시설 출입보안 및 긴급상황 관련 일반정보
• 개인정보 항목(필수): 이름, 회사명, 전화번호
• 개인정보 항목(선택) : 직함, 부서명
• 수집방법 : 시설 출입자에게 동의를 구하여 제공 받음
개인정보 파일명 : 채용지원자 관련 일반정보
• 개인정보 항목(필수)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학
력, 병역정보, 신체특이사항, 운전면허소지여부, 영어능력, 기타 지원자가 자기소개서
에 기재한 정보
• 개인정보 항목(선택) : 가족사항, 자격증, 경력사항, 외국어능력(영어제외), 컴퓨터능력
• 수집방법 :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하여 제공 받음
개인정보 파일명 : 직원 관련 일반정보
• 개인정보 항목(필수)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학
력, 병역정보, 신체특이사항, 운전면허소지여부, 영어능력, 본적, 종교, 연봉정보, 인사
고과정보 등
• 수집방법 : 문서를 통하여 제공받거나 근무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수집됨
개인정보 파일명 : 기타자동생성정보
• 개인정보 항목 : 접속 IP 정보, 쿠키,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로그
• 수집방법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제 3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동안 또는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보유·이용합니다. 단, 보유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의 목적을 위하여만 보유·이용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 결제정산 완료 시까지 처리 및 보
유됩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각각의 개인정보를 해당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처리보유합니다.
1.
2.

3.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 시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내
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단, 클레임 자료는 5년간 보관)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제41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 가입자 전기통신 일시, 개시·종료시간, 상대방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
추적자료 : 1년
• 컴퓨터통신,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본인확인정보
는 게시판에 정보 게시가 종료된 후 6개월간 보관

5.

「국세기본법」제85조의3 제2항,「법인세법」제11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31조 등
에 따른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 등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6.

지불조건 변경 요청서 및 수취인 운임 확약서는 기획재정부 인계 후 1년 6개월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회사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방침 제1조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또는 정보
통신망법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Deutsche Post DHL 및 디에이치엘서플라이체인 소속
그룹 계열사)
개인정보 파일명 : 운송 서비스 문의에 대한 일반정보

Deutsche Post DHL
•
•

•
•
•

2.

개인정보 제공항목 : 이름, 국가, 회사명,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제공목적 : 운송 서비스 계열사 간 정보 공유, 관리 및 분석
개인정보 보유기간 : 개인정보가 제공된 날부터 동의 철회일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시까지

Global Mail
•
•
•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Global Mail (싱가포르 소재)
개인정보 파일명 : 직원 관련 일반정보
개인정보 제공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학력,
병역정보, 신체특이사항, 운전면허소지여부, 영어능력, 본적, 종교, 연봉정보, 인사고과
정보 등
개인정보 제공목적 : 직원 인사정보사항 관련 전자파일 보관
개인정보 보유기간 : 개인정보가 제공된 날부터 동의 철회일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시까지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위탁)
①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
니다.

업체명
KT ICC 목동전산센터
운송업체 (Appendix A)
협력업체 (Appendix B)

위탁 업무 내용
기간
정보의 관리 및 보관 등
개인정보가 제공된 날부터
동의 철회일 또는 제공된
운송 서비스에 대한 일반정보
급여, 복리후생, 채용 관련 일반정보 목적 달성 시 까지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또는 정보통신망법 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재위탁에 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
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
겠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2.
3.

개인정보 열람요구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삭제 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 1 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
며 회사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회사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개인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합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
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
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기타 다
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
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부터 5일 내에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
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고, 종이
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
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2

기술적 조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등
의 암호화 등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
치

2.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홈페이지 방문 및 이용형태, 이용자 규모 등을 파악하여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최적화
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회사 홈페이지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개인정보관리책임자)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법 제2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
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관리책임자 및 실무담
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관리책임자
• 성명: 윤석재
• 직책: 정보시스템 부서(IT) 부장
•
연락처: 전화번호: +82-2-6220-1530, 이메일: jay.yoon@dhl.com, 팩스: +82-2-6919-2916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별첨C)
• 성명:
• 직책:
• 연락처: 전화번호: +82-2-[

-

],

이메일: [

] @dhl.com,

팩스: +82-2-[

-

]

제1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회사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2.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회사의 시설안전 및 보안, 화재예방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사옥 로비, 접수대 등 주요시설물 내외부에 설치, 촬영범위는 주
요시설물의 전 공간을 촬영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Branch Managers, Site Managers

4.

5.

6.

7.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3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각 시설물 관리책임자 또는 위임 받은 자가 별도 보관처리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각 시설물 관리 책임자에 요구
(고객을 포함한 회사 외부에서 영상정보를 요청할 경우에는 최종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공 및 확인 가능)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재산
상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
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2.
3.
4.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82-2-580-0533~4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82-2-3480-3573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82-2-1566-0112

제13조 (개인정보 처리/취급방침의
취급방침의 변경)
본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관련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이 추가, 삭제 또는 정정되
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이 시행되
기 전의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A > 운송관련
운송관련 협력업체
협력업체

<

기관명

SUNJIN LOGISTIC
DAEIL
IES
JINWON YOOJU
ILYANG
GURWON LOGICS
DILIGENT LOGIX
Smile Logis COLtd
CHUNIL Cargo Transportation CoLTD
SAMWON INT
LOGISTICS 2000 CO
HYUNDAI LOGIEM COLTD
MIRAE TOTAL LOGISTICS COLTD
MAHA LOGIS
SHINYOUNG LOSTICS LTD.
HANJIN DREAM EXPRESS
SUNnMOON Cargo Data
Gaebang Logistics Co Ltd
SEOWOO TONGSANG
HANJIN
J Ocean Air Logistics
Korea Quick Logistics
KYUNGDONG
MADE LOGICS
SEOUL INTERCOURSE
KEUMHO TRANS
TEIN LOGISTICS

SEJIN
GEUM GANG ENTERPRISE
Jo il transportCo
Hudadaq
DAESIN PARCEL SERVICES INC
K 1 LOGISTICS
Samwang Co Ltd
TOP Korea
Samwon distribution
WALLBEST
SH Logistics
Keumkang enterprise
Aja Quick Logis
YONGDAL HWAMUL
EGL
Private Trans
Private Yongdal
Nobless Transpo
Sam Hwa trasnportation service
TIME SQUARE LOGIS
Bokyung Logistic
Joyang Logistics International Co Ltd
DONG AH LOGIS
Hyundai Naeja Terminal
Daeduk Tongwoon
WOORI QUICK SERVICE

별첨 B > 인사관련 협력업체

<

기관
SHR

교육 업체 다수
(휴넷, 엑스퍼트 컨설팅, SPICUS, Global English 등)
월급날
퇴직연금사업자
(미래에셋증권)
Crown Bakery

네티웰
여행창조
타라그래픽스
연주테크

업무 구분
채용
교육
급여
급여
복리후생
복리후생
복리후생
총무
총무

1)

성명 담당부서
김태형 IT
이수경 HR
황윤진 Procurement
김용 Operation
이권호 Finance

별첨 C>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

+82-2-6220-1567
+82-2-6220-1514
+82-2-710-8124
+82-2-6220-1552
+82-2-6220-1542

tai.kim@dhl.com
leslie@dhl.com
yoonjin.hwang@dhl.com
yong.kim@dhl.com
kh.lee@dhl.com

팩스

+82-2-6919-2916
+82-2-6919-2913
+82-2-710-8231
+82-2-6919-2916
+82-2-6919-2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