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서 해당부서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 항목 수탁자 위탁목적

기부자정보
이름,주민번호(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금융

정보(은행명, 계좌번호)

금융결제원

㈜트라패스

효성에프엠에스㈜

㈜케이지모빌리언스

기부금결제

동문/기부자정보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코리아디엠,

(주)케이크커뮤니케이션즈

만포농산

우편물 발송, 모바일카드 및 소식지 발송, 기

념품 발송

2 대학원교학팀 입학지원자관리

수험번호, 이름, 대학원, 과정, 전공, 입학구분, 성별, 종교, 병역, 국적,

개인금융정보, 출신대학(원), 학가, 전공, 졸업일자, 성적, 주소,

연락처(집/핸드폰), 보유자격증번호

㈜진학플라이 입학지원자 원서 접수

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신학교, 전화번호, 이메일, 계좌

번호, 예금주 등
대입원서접수대행

개인정보 수집항목과 동일 합격자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엠엔씨에이프로 입시

모집시기,성명,주민번호,수험번호,대학코드,합격/예치금구분,접수장소,

접수일자,지원결과,전형유형,모집단위명,모집차수,계열코드,출신고교코

드,졸업연도,등록일자구분,제3자 정보제공 동의여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조항 위반자 사전 예방 및

위반자에게 통보

대학코드,모집시기,수험번호,성명,주민번호,모집단위명,접수시간,접수장

소,합격여부,예치금납부여부
대입 지원 위반자 사전 예방 관련 검색 및 통보

대학코드,수험번호,성명,주민번호,고교코드,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의 유사도 검색

및 대학 통보

이름,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 외국인등록번

호 또는 여권번호), 국적, 공통원서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추가 연락처, 학교정보{최종학력구분, 재학/출신 고교명,

졸업(예정)연도, 고교 전화번호}, 은행명, 예금주 성명, 계좌번호, 공통자

기소개서(고교 학업 노력 및 경험 내역, 고교 교내 활동 내역, 고교 배

려나눔 협력갈등 내역)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관련 대입 공통원서

접수 정보 연계

논술지원자명단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모집단위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고교

명
㈜엠엔씨에이프로 논술채점시스템 운영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 명단 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신학교 등 ㈜ 이즈소프트 입시

개인정보 위탁 목록

입학팀

입학지원자명단

㈜유웨이어플라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외협력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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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서 발급관련 학생정보

(졸업자 포함)

이름, 핸드폰, 생년월일,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학번, 민감정보

(기타:학적상태, 성적 등)
㈜디지털존

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통한 원활한 업무처리

및 정확한 수수료의 정산을 목적으로 함.

학생증 발급관련 학생정보 이름, 핸드폰, 생년월일,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사진, 학번 로텍스
스마트 카드(학생증) 발급 시스템을 통한 원

활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함.

진료및건강검진기록
일반(소속,학번/교번,성명,성별,학년,생년월일)

민감정보(진료내용, 건강검진결과)
소프트21 대학보건실 정보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 관리
이름, 이메일, 집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생년월일, 학번, 학점, 학과, 사

진(이력서)
㈜싸이웍스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 이용에 따른 본인 식

별 절차 및 원활한 현장실습 지원 및 협약체

결, 운영 및 관리, 통계작업 제공

취업통계지원시스템 관리
학번,이름,학년,대학/학과코드,주소,전화번호,핸드폰,이메일,주소,

생년월일,졸업일,성별,취업유무,외국인유무
㈜한국취업정보기술

취업통계지원시스템의 원활한 취업통계서비

스 지원

6 교육혁신팀 학생성장지원시스템
이름, 단과대학, 학과, 전공, 입학년월, 졸업년월, ID(학번/사번)

연락처, 이메일, 주소, 수강과목, 성적
㈜아이맥스소프트 학생성장지원시스템 유지보수 및 고도화

7 교수·학습센터 교수·학습 업무 ID(학번/사번), 성명, 이메일, 소속, 연락처 ㈜아이맥스소프트 홈페이지 유지보수

8 재무팀 등록금수납대상자 이름,학번,학과,전공,등록금액
현대카드

우리은행
등록금수납

도서관 대출관리/

도서관홈페이지이용자관리

학번, 이름, 학과, 연락처, 소속, 이메일, 신분상태, 주소,

모바일앱 위치 정보, 이용자device ID
아이네크 시스템유지보수

도서관 대출관리 학번, 이름, 학과, 연락처, 소속, 이메일, 신분상태 와이즈네스크 시스템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대출관리 이름,연락처,이메일 MCRS 시스템유지보수

통합 유지보수 학사/행정 관련 정보 ㈜디에스티인터내셔날 통합 유지보수

종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관련 정보 ㈜토마토시스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이클래스 학사 관련 정보 ㈜아이맥스소프트 이클래스시스템 유지보수

템플릿 홈페이지 아이디, 이름, 비밀번호, 휴대폰번호, 메일주소, 교번/학번 ㈜메일플러그 템플릿 홈페이지 유지보수

웹메일 아이디, 이름, 비밀번호, 휴대폰번호, 메일주소, 교번/학번 ㈜메일플러그 메일서비스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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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전산팀

취업경력개발팀

학생지원팀

도서관

학술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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