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교원용) 양식 <제정 2015.4.1 기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POSTECH(포항공과대학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중시하며, 지원자께서 안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
니 지원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상세히 읽어보신 후에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자격 등 확인(조회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 검증),
채용 여부의 결정
이용 목적
○ 민원처리, 분쟁해결, 법령상 의무이행
○ 성명, 생년월일, 국적, 현주소, 연락처, E-Mail 주소, 학력,
성적, 경력사항, 연구업적, 자격·면허 및 포상 내역, 외국
어능력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보훈대
상여부, 장애여부, 단체가입 및 활동사항, 종교 등 민감정
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단, 임용 확정시 수집합니다.
○ 위 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이
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 다만,
채용에 탈락한 경우에는 민원처리, 분쟁 해결, 법령
이용기간
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됩니다.
○ 위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다. 다만,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및 학력, 성적, 경력사항,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연구업적 등의 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한 때에
불이익
는 채용 과정에서 정확한 연락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 심
사상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
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
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에 의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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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CH Faculty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Usage Agreement <As of Apr. 16, 2015>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Usag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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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fully understand the contents written above, and agree that POSTECH
shall collect and use (includes utilization) my personal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lated law,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Date:

(yyyy.mm.dd)

Name:

(signa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