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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국민대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

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1. 개인정보 처리 목적

국민대학교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서비스 제공

국민대학교의 소개 및 새소식 안내, 본인인증, 증명서발급, 입학관련 정보 등의 각종 서비스 제공에 관련

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회원가입 및 관리

국민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입시, 학사, 학생, 도서, 교수학습지원, 연구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 식별, 분쟁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민원처리, 공지사항 전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국민대학교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및 개인정보항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의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

에 "국민대학교" 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표1]본교 개인정보파일 현황  자세히보기

3.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가. 국민대학교의 개인정보 이용 또는 제공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며, 다른 법

률에 따라 국민대학교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목적 외의 목적으로 타기관 및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나. 국민대학교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2]

개인정보

파일명
제공부서 제공목적 제공항목

제공받는

기관명

제공

주기
제공근거

신입생 명단 교무팀 학생증 발급
성명, 학과, 학번,

생년월일
우리은행 년 1회

정보주체의

동의

평생교육사

발급 

신청자 명단

교무팀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E-

mail, 성적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년 2회

「평생교육

법」제44조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단

교직

과정부
교원자격증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원자격정보
교육부 년 2회

행정권한의

위임및위탁

에관한규정

제45조

교원자격검

정령 시행

규칙 제3조

의 2

장학생 명단
학생

지원팀
장학/대출

성명,소속,주민등록

번호,학번,성적 및

학사정보

한국장학재단 년 2회

설립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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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검색  

http://www.privacy.go.kr/
https://www.kookmin.ac.kr/storage/contentsfile/37614/filelist_20180901.pdf
https://www.kookmin.ac.kr/
https://www.kookmin.ac.kr/site/resource/service/view/internet.htm
https://www.kookmin.ac.kr/site/resource/security/privacy.htm
https://www.kookmin.ac.kr/site/security/privacy.htm
https://www.facebook.com/kookmin.univ
http://www.instagram.com/kookmin.univ
http://blog.naver.com/kmu_univ
http://www.youtube.com/KMU1010
http://twitter.com/kmu_tweet
http://cafe.daum.net/kmu1010
https://www.kookmin.ac.kr/
https://sess.kookmin.ac.kr/logout.php?return_url=%2F%2Fwww.kookmin.ac.kr
https://www.kookmin.ac.kr/site/member/login.htm
https://www.kookmin.ac.kr/site/help.htm
https://english.kookmin.ac.kr/
https://chinese.kookmin.ac.kr/
https://apps.kookmin.ac.kr/
https://www.kookmin.ac.kr/site/about/about/concept.htm
https://www.kookmin.ac.kr/site/entrance/submain.htm
https://www.kookmin.ac.kr/site/university/submain.htm
https://www.kookmin.ac.kr/site/resource/service/view/internet.htm
http://research.kookmin.ac.kr/
https://www.kookmin.ac.kr/home.php?utm_source=www&utm_medium=%EB%A9%94%EC%9D%B8%EB%A1%9C%EA%B3%A0&utm_campaign=%EB%A9%94%EC%9D%B8%ED%8E%98%EC%9D%B4%EC%A7%80%EC%9A%94%EC%86%8C%EB%B3%84%ED%81%B4%EB%A6%AD&utm_content=%EB%A9%94%EC%9D%B8%EB%A1%9C%EA%B3%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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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일명
제공부서 제공목적 제공항목

제공받는

기관명

제공

주기
제공근거

장학생 명단
학생

지원팀

국가유공자 자녀 학

비 지원

성명, 주민번호, 성

적, 학적, 학과, 학

년, 학점, 수업료등

서울북부보훈

지청
년 2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

한 법률 제

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

25조

5.18민주유

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장학생 명단
학생

지원팀

북한이탈주민의 학

비 지원

성명, 생년월일, 성

별, 학과, 학적, 학

년, 성적, 수업료등

북학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

소

년 2회

북한이탈주

민의 보호

및 정착지

원에 관한

법률 제24

조

같은 법 시

행령 제44

조~제47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8

조~제8조의

2

북한이탈주

민 교육지

원 지침

취업통계조사

대상자

증빙자료

취업지원

센터

고등교육기관 졸업

자 건강보험 및 국세

DB연계 취업통계조

사

본교 재직자(재직증

명서 등),해외취업자

(고용계약서, 비자사

본),농림어업종사자

(농업인/어업인 확

인서 등), 개인창작

활동종사자(공연장

또는 전시장 사업등

록증 등), 입대자(입

대관련 증빙자료)

한국

교육개발원
년 1회

「통계법」

제23조, 제

24조 

개인정보

보호법」제

15조, 제58

조

복지카드

신청자 명단
총무팀 복지카드 발급

성명, 사번, 부서,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우리은행 월 1회

'신용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

한 법률 제

32조' 의거

정보주체의

동의

전임교원

및 정규직원

명단

총무팀 사학연금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급여, 연락처,

이메일

사학연금공단 년 2회
사학연금법

제2장

교직원 명단 총무팀 국민건강보험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급여

국민건강보험

공단
월 1회

국민건강보

험법 시행

규칙 제4조

비전임교원

및 비정규직원

명단

총무팀 국민연금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급여
국민연금공단 월 1회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비전임교원

및 비정규직원

명단

총무팀 고용보험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급여

고용노동부 고

용센터
월 1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비전임교원

및 비정규직원

명단

총무팀 산재보험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급여
근로복지공단 월 1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

해보상 보

험의 보험

료 징수 등

에 의한 법

률 제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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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일명
제공부서 제공목적 제공항목

제공받는

기관명

제공

주기
제공근거

취업통계조사

대상자

증빙자료

일반

대학원

교학팀

고등교육기관 졸업

자 건강보험 및 국세

DB연계 취업통계조

사

본교 재직자(재직증

명서 등),해외취업자

(고용계약서, 비자사

본),농림어업종사자

(농업인/어업인 확

인서 등), 개인창작

활동종사자(공연장

또는 전시장 사업등

록증 등), 입대자(입

대관련 증빙자료)

한국

교육개발원
년 1회

「통계법」

제23조, 제

24조 

개인정보

보호법」제

15조, 제58

조

장학생 학사원

장, 수납원장

일반

대학원

교학팀

학자금 대출

성명, 학과/전공, 주

민번호, 학번, 성적

및 학사정보

한국

장학재단
년 2회

설립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

항

수강생

학적자료

평생

교육원

국가유공자녀

수업료지급

성명,주민번호,학과,

성적,수강료

서울북부

보훈지청
년 2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

한 법률 제

15조,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5

조, 5.18민

주유공자예

우에 관한

법률 제16

조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평생

교육원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생 조회
성명, 생년월일 속초소방서 년 2회

개인정보보

호법 제17

조

제로원

디자인센터

교강사명단

제로원

디자인

센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평가인정, 사전

보고, 성적보고

이름, 집주소, E-

Mai, 핸드폰(연락

처), 주민번호

평생교육

진흥원
년 2회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43조

제로원

디자인센터

수강자명단

제로원

디자인

센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평가인정, 사전

보고, 성적보고

이름, 주민번호
평생교육

진흥원
년 2회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집행 내역

장애학생

지원센터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집행 결산

제출

성명,생년월일,소속

계열 및 학과,성별,

장애 유형 및 등급

한국

전문대학

교육협의회

년 2회

장애인 등

에 대한 특

수교육법

30조,31조

및 동의서

다. 국민대학교는 아래의 경우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제외합니다.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 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승인된 경우

라. 국민대학교는 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

적, 방법 등 에 대하여 제한 또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합니다.

4.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및 정정청구

가. 다음의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 및 정정을 아래의 각 관리부서

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3] 

개인정보파일 명칭 관리부서 / 연락처 / 장소

국내 학점교류 학생관리

교무팀 / 02-910-4043, 4029 / 본부관105호학부생 학적 및 학사관리

교직자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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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 명칭 관리부서 / 연락처 / 장소

학생정보관리
학생지원팀 / 02-910-4056, 4057 / 종합복지관503호

장학생 명단

취업자 관리 취업지원센터 / 02-910-4063 / 종합복지관504호

부모학생 외국인 학부 

입학 지원자관리 국제교류팀 / 02-910-5834, 5835 / 글로벌센터202호

일반대학원 외국인입학지원자 관리

외국인 유학생 관리명단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 02-910-5808/ 글로벌센터105호

발전기금 납부자 관리 대외협력팀 / 02-910-4171 / 본부관404호

학부 입학 지원자 관리 입학팀 / 02-910-5122 / 본부관214호

K-CARD 시스템 이용자 관리 정보기획팀 / 02-910-4275 / 국제관403호

외부 연구과제 참여 연구원 연구관리팀 / 02-910-4026 / 본부관215호

지식재산권 출원 관리 산학지원팀 / 02-910-5416 / 산학협력관 4층

계약학과 입시 지원자명단 사회과학대학 교학팀 / 02-910-4423 / 북악관602호 /

조형실기대회 지원자명단 조형대 교학팀 / 02-910-4583 / 조형관102호 

건축디자인 캠프 지원자 명단 건축학부 교학팀 / 02-910-4112 / 복지관602호

고등학생알고리즘경진대회지원자명단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프트웨어 학부사무실/ 02-910-5653 / 7호관

611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 수강생 관리 평생교육원 / 02-910-5194 / 종합복지관415호

대학원 학적부 및 대학원 입시지원자

명단

대학원교학팀 / 02-910-4312 / 본부관307호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교학팀

/ 02-910-4305 / 공학관227-1호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 02-910-4942 / 조형관별관101호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

/ 02-910-4016 / 국제관202호

교육대학원교학팀 / 02-910-5903 / 북악관1001호

경영대학원교학팀 / 02-910-4306 / 경영관213호

행정대학원교학팀 / 02-910-4343 / 본부관305호 

공학대학원교학팀 / 02-9104348 / 공학관223호 

디자인대학원교학팀 / 02-910-4326 / 조형관104-1호 

정치대학원교학팀 / 02-910-4343 / 본부관312호 

스포츠산업대학원교학팀 / 02-910-4882 / 7호관307호 

문예창작대학원교학팀 / 02-910-4152 / 북악관902호 

법무대학원교학팀 / 02-910-4482 / 법학관404호 

종합예술대학원교학팀 / 02-910-4412 / 예술관201-2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교학팀 / 02-910-5727 / 경영관213호

일반 대학원 장학관리 대학원교학팀 / 02-910-4312 / 본부관307호 

도서관 이용자 관리 학술정보기획팀 / 02-910-6712 / 성곡도서관 

평생교육원 교강사관리
평생교육원 / 02-910-5193, 5194 / 종합복지관415호

평생교육원 수강생관리

보육교사 교육원 수강생관리 보육교사보육원 / 02-910-5193 / 종합복지관408호

공동실험기기센터 이용자명단 관리 공동실험기기센터 / 02-910-4650 / 산학협력관 105호

제로원디자인센터교강사관리
제로원디자인센터 / 02-745-2491 / 동숭동 1-1번지

제로원디자인센터수강자명단

공학인증 신청(포기) 공학교육혁신센터 / 02-910-4848/ 산학협력관 101호

생활관생 관리 생활관 / 02-910-4052 / 제량관 사감실

KMU-CECProgram 학생 명단
국제교육원 / 02-910-5804 / 글로벌센터 205호

한국어교육센터 학생명단

장애학생 현황명단 장애학생지원센터 / 02-910-5002 / 복지관 441호

가상대학 이용자 관리 교수학습개발센터 / 02-910-6359 / 복지관 414호

K-Star Track 이용자 관리 교육성과관리센터/ 02-910-6344 / 종합복지관 40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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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 명칭 관리부서 / 연락처 / 장소

학생상담 정보관리 학생생활상담센터 / 02-910-4231 / 복지관 402호

현장실습 및 캡스톤디자인교육과목

운영
LINC사업단 / 02-910-6341 / 산학협력관 401호

나. 열람청구절차

다. 열람 제한 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④항] 

국민대학교는 다음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

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라. 열람정정청구 절차 및 범위

1) 정정청구 절차

2) 정정청구 범위

a.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b.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3)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은 위의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에서 열람 정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마. 정보 주체 확인

정보처리자는 해당 정보주체에게 요구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 요구할 수 있음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분증명서 확인 또는 공인인증서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

대리인을 통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받아 정보주체자의 위임을 받은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

사.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본교에 그 아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

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

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5. 불복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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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국민대학교가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

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가. 국민대학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

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국민대학교가 수집 및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참조)

나.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 선정 등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보호분야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국민대학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

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7.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현황

가. 국민대학교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4]

부서 계약업체 위탁업무

LINC사업단

㈜싸이웍스 현장실습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주)마인드블룸 홈페이지 유지보수

올댓컴퍼티 캡스톤디자인 행사 수행 지원

기술과 행복 주식회사 LINC+ 사업 참여 기업 만족도 조사 및 분석

경상대학 교학팀

(사)아시아영어교육협회 취업컨설팅

㈜취업뽀개기 취업컨설팅

경영대학 교학팀

엘리트코리아 취업컨설팅

㈜에듀라인컴퍼니 인터넷교육(동영상강의)

공동실험기기센터 ㈜헬로잡 홈페이지 유지보수

행정대학원 교학팀

㈜슈빅 행정대학원 원우수첩 제작

지엔유기획 행정대학원 원우수첩 제작

교무팀

㈜디지털존 인터넷 제증명 발급 및 FAX민원 처리

㈜씨아이테크 증명발급기 유지보수

교양대학 교학팀 챔프스터디 교양교과목 위탁운영

교원지원팀 ㈜유니드플러스 워크숍 행사 대행

교육대학원 교학팀 ㈜유웨이어플라이 2019학년도 신입생 원서접수

구매팀

삼아인쇄사 인쇄물 제작 대행

상지피엔아이 인쇄물 제작 대행

서울프로아트 인쇄물 제작 대행

글로벌인문·지역대학 교학팀

(사)아시아영어교육협회 1:1 맞춤형 취업컨설팅

(주)취업뽀개기 1:1 맞춤형 취업컨설팅

대외협력팀 ㈜휴먼소프트웨어 발전기금 납부자 및 CMS 납부 관리

특성화추진단 ㈜마인드블룸 홈페이지 유지보수

연구관리팀 바자울정보기술 연구행정시스템 유지보수

산학협력팀 ㈜이지피앤피 지식재산권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안전관리팀 아이엠지테크 연구실 온라인 안전교육

예술대학교학팀 ㈜마인드블룸 홈페이지 재구축 및 신설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메리츠화재 외국인유학생단체의료보험가입

일반대학원 교학팀 ㈜유웨이어플라이 입시원서접수 대행

일반대학원 교학팀

㈜엠엔씨에이프로 서류,면접평가시스템 유지보수

㈜유웨이어플라이 입학안내 홈페이지 유지보수

입학팀 ㈜유웨이어플라이 인터넷원서접수 대행

재무팀

㈜피이지시스템 연말정산 패키지 공급 용역

㈜유웨이어플라이 등록금 수납 및 환불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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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계약업체 위탁업무

정보시스템팀

㈜데이터뱅크시스템

㈜형아소프트
통합알림시스템 구축

㈜유비온 가상대학 시스템 유지보수

(주)메디오피아테크 평생교육원/제로원디자인센터시스템 유지보수

대우정보시스템㈜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가온아이 TEAM office 시스템 유지보수

동서정보시스템 Office365 유지보수

조형대학 교학팀 ㈜유웨이어플라이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

종합예술대학원 마인드블룸 홈페이지 신규 구축

진로지원센터

인재양성HR연구소 취업교과목운영

아소미디어 취업교과목운영

글로벌콘텐트리퍼블릭 취업교과목운영

김미영한자 취업교과목운영

랜쥴리에듀테인먼트 취업교과목운영

미래인재연구원 진로/취업정보 제공 및 컨설팅

에듀스 진로,취업 가이드 제공

하트썸코리아㈜ 비교과프로그램 위탁운영

㈜피플앤커리어그룹 비교과프로그램 위탁운영

㈜지에이치알(GHR) 취업 프로그램 위탁운영

㈜파고다 에스씨에스 취업 프로그램 위탁운영

㈜피플앤커리어그룹 취업교육

㈜이패스코리아 취업교육

S취업컨설팅 특강진행

㈜브레인커머스 취업교육 위탁

㈜월드클래스에듀케이션 취업교육 위탁

㈜엘리트코리아 취업교육 위탁

㈜커리어빅 취업교육 위탁

한국정보인재개발원 취업교육 위탁

한국커리어개발원 취업교육 위탁

㈜취업뽀개기 취업교육 위탁

학생생활상담센터

리서치로 재학생 실태조사 설문지 코딩

지음커뮤니케이션즈 홈페이지 유지보수

학술정보기획팀 ㈜아이네크 도서관 운영 S/W, H/W 관리

홍보팀

마인드블룸 홈페이지 유지보수

웹브라이트 이벤트 진행 및 상품 발송

화인,코리아디엠 소식지 우편발송

현대해상화재보험 교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KB손해보험 교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한국교직원공제회 교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현대해상화재보험 교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의료법인 하나로의료재단 2018년도 종합건강검진 계약

정보기획팀

㈜한국심트라 K CARD+ 시스템 운영

국민대학교 생활협동조합 K CARD+ 식수 시스템 운영

와이비엠넷 MOS 교과과정 운영

디지털시티 교내 컴퓨터류 유지보수 및 공동전산실 운영

㈜앤앤에스피 전산시스템 운영

㈜두이정보통신 교환시스템 유지관리

㈜유비라인 교환시스템 부가서비스장비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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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국민대학교 영상정보처리 위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장소 업체명 담당자 연락처

수탁업체

생협매장 및 주차장 생활협동조합 문이식 02) 910-4953

각 건물 공동전산실(수업실) (주)디지털시티 노기석 02) 910-4973

산학협력단 SECOM 고정남 02) 980-7301

8.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주체는 다음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

관은 국민대학교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화 : (국번없이) 118

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 : www.kopico.go.kr

전화 : 1833-6972

다.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국번없이)1301

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국번없이)182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국민대학교는「개인정보보호법」 제 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나.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년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라.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

기적인 갱신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

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

하고 있습니다.

10.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이메일 등 연락처

국민대학교는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과 국민대학교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기획부총장 최준수

이메일: jschoi@kookmin.ac.kr

전화: 02-910-4978

팩스: 02-910-4889

주소: 우)136-70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나. 개인정보보호관리자

정보기획팀장 서석문

이메일: turca@kookmin.ac.kr

전화: 02-910-4272

팩스: 02-910-4889

주소: 우)136-70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정보통신처 정보기획팀

http://www.kopic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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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정보기획팀 정보보호담당자 부원준

이메일: wjboo@kookmin.ac.kr

전화: 02-910-4274

팩스: 02-910-4889

주소: 우)136-70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정보통신처 정보기획팀

라. 개인정보보호분야별책임자

mailto:wjboo@kookmi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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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담당분야 책임자 연락처

학부 학적/학사 정보 교무팀장 02-910-4032

교원정보 교원지원팀장 02-910-4842

학생지원정보 학생지원팀장 02-910-4052

취업정보 취업지원팀장 02-910-4062

병무정보 병무지원팀장 02-910-4722

직원인사 및 영상(CCTV) 정보 총무팀장 02-910-4072

외국인입학정보 국제교류팀장 02-910-5802

입학정보 입학팀장 02-910-4122

전산정보
정보기획팀장 02-910-4272

정보시스템팀장 02-910-5631

발전기금 납부자 정보 대외협력팀장 02-910-4172

연구원정보
연구관리팀장 02-910-4026

산학지원팀장 02-910-5302

대학원

학적/학사 및 입시정보

일반대학원 교학팀 02-910-4312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 교학팀장 02-910-4305

테크노전문대학원대학원 교학팀장 02-910-4942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 교학팀장 02-910-4016

교육대학원 교학팀장 02-910-5902

경영대학원 교학팀장 02-910-4306

행정대학원 교학팀장 02-910-4342

자동차산업대학원 교학팀장 02-910-4305

디자인대학원 교학팀장 02-910-4326

정치대학원 교학팀장 02-910-4342

스포츠대학원 교학팀장 02-910-4882

문예창작대학원 교학팀장 02-910-4427

법무대학원 교학팀장 02-910-4254

종합예술대학원 교학팀장 02-910-4412

글로발창업벤처대학원 교학팀장 02-910-5913

조형실기지원자정보 조형대학 교학팀장 02-910-4582

건축디자인캠프지원자정보 건축대학 교학팀장 02-910-4112

고등학생알고리즘경진대회지원자명

단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부장 02-910-5653

학위논문대상자정보 학술지원팀장 02-910-4182

도서관이용자정보 학술정보기획팀장 02-910-6712

교수학습개발센터이용자 교수학습개발센터 팀장 02-910-6351

평생교육원 교강사 및 수강생정보 평생교육원 교학팀장 02-910-5190

보육교사정보 보육교사보육원교학팀장 02-910-5190

어린이집학부모정보 어린이집 원장 02-910-4373

공동실험기기이용자 공동실험기기센터 센터장 02-910-4893

제로원수강생정보 제로원디자인센터 팀장 02-745-2491

공학교육혁신센터이용자정보 공학교육혁신센터 팀장 02-910-4305

생활관생정보 생활관 팀장 02-910-5973

한국어교육센터학생정보 국제교육원 교학팀장 02-910-5802

가상대학이용자정보 교수학습개발센터 교학팀장 02-910-6351

K-Star Track 이용자 관리 교육성과관리센터 팀장 02-910-6341

학생상담 정보관리 학생생활상담센터 센터팀장 02-910-4231

현장실습 및 캡스톤디자인교과목

운영
LINC사업단 팀장 02-910-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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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동 수집·처리 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메인홈페이지: IP, 쿠키(검색키워드)

- 종합정보시스템: ID, IP, 접속시간

- 가상대학: ID, IP, 접속기기정보(브라우저 정보), 접속 강의실 정보, 접속시간(출결 관련 기록)

- K-StarTrack: IP, 접속기기정보(브라우저 정보), 접속시간(로그인 정보)

- 평생교육원 시스템: ID, IP,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시간

- K·CARD+시스템 : ID, IP, 접속이력 및 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12.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9.06.27.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

다.

- 개인정보처리방침(2019.06.27.) 

- 개인정보처리방침(2019.04.15.) 

- 개인정보처리방침(2018.08.31.) 

- 개인정보처리방침(2018.03.31.) 

- 개인정보처리방침(2018.02.28.) 

- 개인정보처리방침(2017.08.31.) 

- 개인정보처리방침(2017.06.19.) 

- 개인정보처리방침(2016.12.13.) 

- 개인정보처리방침(2016.04.30.) 

- 개인정보처리방침(2015.12.14.) 

- 개인정보처리방침(2015.10.28.) 

- 개인정보처리방침(2015.07.16.) 

- 개인정보처리방침(2015.06.15.) 

- 개인정보처리방침(2015.04.02.) 

- 개인정보처리방침(2015.02.26.) 

- 개인정보처리방침(2014.10.31.) 

- 개인정보처리방침(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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