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금융분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법 및 활용실무 수강안내

’

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분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 전문기관으로서
관계부처가 합동 제정·시행하고 있는『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에 따라 금융분야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관련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2016.6.30)』

☐ 개요
⚬ 교육명 : ’19년 금융분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법 및 활용실무(1차)
⚬ 수강대상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관심 있는 금융업권 종사자 30명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담당자, 빅데이터 업무 담당자 등)
⚬ 수강료 : 없음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9.6.17.(월) 10:00~18:00 (※교육인정시간: 7시간)
⚬ 장소 : 러닝웨이코리아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10길 17 인왕빌딩 3층)
※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신청 및 확정
⚬ 신청기간 : 2019.6.3.(월) ~ 2019.6.10.(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첨부된 교육신청서 양식 작성 후 de-id@kcredit.or.kr 로 제출
⚬ 입과안내: 2019.6.11.(화), 이메일을 통해 개별 안내 예정
- 수강취소: 2019.6.13.(목) 18:00까지 de-id@kcredit.or.kr 로 신청
※ 수강취소를 하지 않고 강의에 불참하실 경우 차기 교육수강이 제한됩니다.

⚬ 교육대상자 확정기준: 신청 접수순으로 정원 30명으로 제한
※ 수강신청인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동일기관 다수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인원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강의 구성
시간

구 분

10:00~10:20 20‘

교육OT

주요 내용
교육 참석자 등록 및 과정소개

10:20~10:30 10‘ 비식별 조치 지원 사업 안내 비식별 조치 및 적정성 평가단 지원 사업
10:30~11:30 60‘ 비식별 조치 관련 규정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소개
11:30~12:00 30‘

신정법 개정안 소개

12:00~13:00 60‘

중 식

신정법 개정안에 따른 익명·가명정보 활용 전망
※ 점심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13:00~15:00 120‘

비식별 조치 기법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법 및 해외사례 소개

15:00~18:00 180‘

비식별 조치 실습

샘플데이터를 활용한 비식별 조치 실습

※ 세부 진행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한국신용정보원 비식별지원팀(02-3705-5787 / de-id@kcredit.or.kr)
☐ 기타
⚬ 수료 기준 : 참여율(80%) 이상
※ 수료증은 강의 종료 후 일주일 내에 이메일로 개별 발송될 예정입니다.
※ 교육 시작 전과 종료 후(총 2회) 참석확인이 진행될 예정이며, 두 차례 모두 참석
확인이 되어야 수료가 인정됩니다.

【 붙 임 】오시는 길
⚬ 장소 : 러닝웨이코리아 (☏ 02-723-7230 )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10길 17 인왕빌딩 3층(내자동 167-2)

3호선
지하철

경복궁역(7번출구)에서 사직공원 방향으로 직진, 왼쪽 미유 분식점
사이골목으로 들어와서 골목 끝 쪽에 분홍색 건물(인왕빌딩 3층)
광화문역(1번출구)에서 로얄빌딩 오른쪽 골목 끝까지 이동 후

5호선

좌회전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중국문화원을 지나 경희궁 슈퍼
골목으로 들어와서 오른쪽 분홍색 건물(인왕빌딩 3층)

적선동
하차
버스
세종문화
회관

171, 272, 601, 706, 707, 7020, 7025, 9600, 9601, 9713
0015, 01, 109, 150, 162, 1711, 200, 401, 402, 406, 704,
5500, 7016, 7018, 7022, 7023,

9301, 9400, 9401, 9600,

9602, 9706, 9713, 종로09, 종로272

양 식

교육 신청서

「’19년 금융분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법 및
활용실무(1차)」 교육 신청서
성명
회사명
소속
부서명
이메일
전화번호(휴대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신용정보원은 「’19년 금융분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법 및 활용실무(1차)」 교육을
개최합니다. 교육을 수강하실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1. 수집 목적 :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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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신청, 수료증 발급 등의 지원업무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

신청자 성명

미동의 □

(서명)

※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신용정보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