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방침
국민대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
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사용자에게 학교의 보다 나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홈페이지
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보안침해 대응을 위해서입니다.

나.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관리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수집 항목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받고 있습니
다.
*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수집 항목
1. ① 성명, 아이디(교직원:사번, 학생:학번), 휴대폰, 이메일
1. ② 본교 홈페이지에 관련된 로그자료

다.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
홈페이지 회원의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서 열람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라도 열람, 수정, 갱신할 수
있습니다.

라. 개인정보의 관리 책임 및 보안 예방책
국민대학교의 홈페이지 사용자ID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학교는 절대
불필요한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묻지 않으며 알려드리지도 않습니다. 만
약 사용자의 부주의로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유출하였다면 학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
다. 또한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는 반드시 사용자의 계정을 종료하고 웹브라우저의
창을 닫아 주십시오. 이것은 도서관, 전산실, PC방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 개인정보의 보유 및 폐기
국민대학교 홈페이지 회원으로서 학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동안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암호화하여 보유합니다. 사용자가 회원을 탈퇴하거나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학
교가 보유한 개인정보는 자동폐기 시킵니다.

바. 개인정보 보호 침해 신고
국민대학교의 웹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시에는 다음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대학교 정보기획팀 개인정보보호 담당 : 02-910-4277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국민대학교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가. 주요 개인정보파일명 및 분야별 책임관 명단(개인정보파일: 상위기관 통보
대상)

개인정보파일명
학부생 학적 및 학사 관리
장학생 명단
정부학자금대출 신청 명단
웹진메일링 리스트 관리
발전기금 납부 참여자 회원 관리
부모학생외국인학부및외국인대학원입학지원자관
리
학부 입학지원자 관리 (개인정보수집 위탁관리 :
(주)유웨이중앙교육)
외부연구과제참여연구원
건축디자인캠프 지원자명단 (개인정보수집 위탁
관리 : (주)유웨이중앙교육)
전국고등학교조형 실기대회 지원자명단 (개인정
보수집 위탁관리 : (주)유웨이중앙교육)
대학원 학적부 및 대학원 입시지원자 명단 (대학
원 및 교육대학원 입시지원자 개인정보수집 위탁
관리: (주)유웨이중앙교육)
일반대학원 장학관리
도서관이용자 관리
제로원디자인센터 수강자 명단
공동실험기기센터 홈페이지회원 관리
평생교육원수강생 관리
보육교사보육원 수강생 관리
생활관생 관리
한국어교육센터 학생 명단
KMU-CEC Program 학생 명단
외국어교육센터 EETM Program 학생 명단

개인정보관리 분야별 책임관
교무팀장
학생지원팀장
홍보팀장
국제교류팀장
입학팀장
연구지원팀장
건축대학 교학팀장
조형대학 교학팀장
대학원,각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팀장
대학원팀장
열람팀장
제로원디자인센터팀장
공동기기실험센터소장
평생교육원 교학팀장
보육교사보육원 교학팀장
생활관 팀장
국제교육원 교학팀장

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의 항목
본교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및 개인정보항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의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
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민대학교" 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1. 가. 국민대학교가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
정하고 있습니다.
1. 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내부에서 이용 또는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
하여서는 안된다.
1. 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 목적
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단,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외한다.
•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
로 제공하는 경우

•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
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
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라. 위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
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 방법 등 에 대하여 제한 또는 안전성 확보 조치
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및 정정청구
1. 가. 다음의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 및
정정을 아래의 각 관리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학부생 학적 및 학사관리
장학생 명단
정부학자금대출 신청 명단
홈페이지 외부 회원관리
웹진메일링 리스트관리
발전기금 납부 참여자 회원 관리
부모학생외국인학부 및 외국인대학원입학지원자관리
학부 입학지원자관리
외부연구과제참여연구원
건축디자인캠프 지원자명단
전국고등학교조형 실기대회 지원자명단

대학원 학적부 및 대학원 입시지원자 명단

관리부서/연락처/장소
교무팀
02-910-4043 본부관102호
학생지원팀
02-910-4057 종합복지관503호
홍보팀
02-910-4172 본부관404호
국제교류팀
02-910-5802 북악관217호
입학팀
02-910-5122 본부관403호
연구지원팀
02-910-4026 본부관215호
건축학부
02-910-4583 복지관602호
조형대교학팀
02-910-4112 조형관102호
대학원교학팀
02-910-4312 본부관307호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교학팀
02-910-4305 공학관227-1호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02-910-4942 조형관별관101호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
02-910-4016 국제관B동202호
교육대학원교학팀
02-910-5902 북악관1001호
경영대학원교학팀
02-910-4306 경상관C동107호

일반대학원 장학관리
도서관 이용자관리
제로원디자인센터 수강자명단
공동실험기기센터 홈페이지회원관리
평생교육원 수강생관리
보육교사보육원 수강생관리
생활관생 관리
한국어교육센터 학생명단
KMU-CEC Program 학생명단
외국어교육센터EETM Program 학생명단
1. 나. 열람청구절차

행정대학원교학팀
02-910-4343 본부관305호
공학대학원교학팀
02-9104348 공학관224호
디자인대학원교학팀
02-910-4326 조형관106-1호
정치대학원교학팀
02-910-4343 본부관312호
스포츠산업대학원교학팀
02-910-4882 7호관307호
문예창작대학원교학팀
02-910-4152 북악관902호
법무대학원교학팀
02-910-4482 법학관404호
종합예술대학원교학팀
02-910-4412 예술관201-2호
대학원교학팀
02-910-4312 본부관307호
열람팀
02-910-4192 성곡도서관
제로원디자인센터
02-745-2491 동숭동 1-1번지
공동실험기기센터
02-910-4893 형설관201호
평생교육원
02-910-5193 종합복지관408호
보육교사보육원
02-910-5193 종합복지관408호
생활관
02-910-4052 생활관사감실
국제교육원
02-910-5802 북악관203호, 207호

1. 다. 열람 제한 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1)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
1. 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1.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
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③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
을 초래하는 경우

1. Ⅰ.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1. Ⅱ.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
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1. Ⅲ.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1. Ⅳ.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1. 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1. 라. 열람정정청구 절차 및 범위
1. 1)

정정청구

절차

1. 2) 정정청구 범위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1. 마.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은 위의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에서 열람 정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가.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이 파기됩니다.
< 2011~2014년 현황 >
파기목록
교육대학원 입시지원자 자료(2009년 3월 이전)
경영대학원 입시지원자 자료(2009년 3월 이전)
일반대학원 입시지원자 자료(2009년 3월 이전)
테크노디자인대학원 입시지원자 자료(2009년 3월 이전)
행정대학원 입시지원자 자료(2009년 3월 이전)
공학대학원 입시지원자 자료(2009년 3월 이전)
정치대학원 입시지원자 자료(2009년 3월 이전)
문예창작대학원 입시지원자 자료(2009년 3월 이전)
스포츠산업대학원 입시지원자 자료(2009년 3월 이전)
교원신규채용 임용지원자 자료(2014년 3월 이전)
직원신규채용 지원자 자료(2014년 3월 이전)
학부 입시지원자 자료(2009년 3월 이전)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 입시지원자 자료(2009년 3월 이전)
학부 입시지원자 자료(2008년 3월 이전)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 입시지원자 자료(2008년 3월 이전)
공문서(개인정보파일을 포함한 문서보존연한 경과)
공문서(개인정보파일을 포함한 문서보존연한 경과)
BIT전문대학원 입시지원자명단(2007년 이전)
공문서(개인정보파일을 포함한 문서보존연한 경과)
경영대학원 입시지원자명단(2007년 이전)
학부입학지원자관리(2007년 이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입시지원자명단(2007년 이전)
디자인대학원 입시지원자명단(2007년 이전)

파기일자
2014-04-01
2014-04-01
2014-04-01
2014-03-31
2014-03-31
2014-03-31
2014-03-31
2014-03-31
2014-03-31
2014-03-31
2014-03-31
2014-03-31
2014-03-28
2013-12-03
2013-06-19
2013-05-08
2013-04-08
2012-08-31
2012-06-20
2012-05-22
2012-05-21
2012-05-21
2012-05-18

법무대학원 입시지원자명단(2007년 이전)
공학대학원 입시지원자명단(2007년 이전)
일반대학원 입시지원자명단(2007년 이전)
스포츠산업대학원 입시지원자명단(2007년 이전)
홈페이지외부회원관리(1년간 로그인한적 없는 회원)
공문서(개인정보파일을 포함한 문서보존연한 경과)

2012-05-18
2012-05-18
2012-05-18
2011-09-15
2011-07-01
2011-04-05

5.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현황
가. 교내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서
홍보팀
구매팀
교무팀
입학팀
대학원 교학팀
교육대학원 대학팀
건축대학 교학팀
조형대학 교학팀
총무팀
정보기획팀

정보시스템팀

열람팀
경력개발센터
국제교육원
공학교육혁신센터

수탁자
안그라픽스
마인드블룸
메일링크
삼아인쇄사
상지피엔아이
우리은행
(주)유웨이중앙교육
(주)유웨이중앙교육
(주)유웨이중앙교육
(주)유웨이중앙교육
(주)유웨이중앙교육
생활협동조합
(주)디지털시티
(주)NNSP
(주)한국심트라
(주)아인톱시스템
(주)NNSP
(주)LG 유플러스
(주)메디오피아테크
(주)유니컨버스
(주)아이네크
헬로우잡
다솔아카데미
퍼스널앤츠에듀

위탁업무
웹진 메일링 회원관리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전자우편 발송업무
교내 요람 인쇄업무
교내 요람 인쇄업무
학생증 발급
입학원서 접수
입시원서 접수
입시원서 접수
건축디자인캠프 지원자 접수
조형실기대회 지원자 접수
생협관리매장 CCTV관리
전산실관리 및 전산실내 CCTV관리
통합유지보수 및 무선랜 구축․운영
K-CARD 시스템 유지보수
전자행정 유지보수
DB암호화 유지보수
sms 발송서비스 유지보수
가상대학 유지보수
구글앱스 유지보수
성곡도서관 시스템 유지보수
경력개발센터 홈페이지 운영
영어특강프로그램 운영
공학교육인증 설문조사

6.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
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118번(ARS 내선 3번)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7. 개인정보 관리책임관의 이메일 등 연락처
국민대학교는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
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리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
다.
국민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과 국민대학교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관한 문의/
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관 : 정보통신처장
이메일 : dwkang@kookmin.ac.kr
전화 : 02-910-4271
팩스 : 02-910-4889
주소 : 우)136-70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개인정보관리 총괄책임관
담당자 : 정보기획팀 정보보호담당
이메일 : wjboo@kookmin.ac.kr
전화 : 02-910-4277
팩스 : 02-910-4889
주소 : 우)136-70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정보통신처 정보기획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