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폭스바겐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이하 “당사”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당사
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당사는「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직원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자산 파손 및 도난 방지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4층 - 로비 2대

총 5대
3층 - 로비 2대, 후문 1대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고객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
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이성균

대리

IT

02-513-3159

접근권한자

허지영

차장

HR

02-513-3142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24시간

촬영일로부터 60일

보관장소
4층 HR실/ 3층 IT Data Center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
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하는 경우만)
당사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
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캡스

최재우 대리

010-5330-3117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 관리 / 접근권한자 에게 미리 연락하고, 별도로 제공되는 개인영상정보 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 후 개인영상정보 청구서의 승인 후 당사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폭스바겐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4층 HR실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고객이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
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당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개인영상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
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
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있
습니다.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삭제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5년 09월 8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
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
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15년 09월 8일 / 시행일자 : 2015년 09월 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