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icants must fill out the online application and print, sign and submit this form.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료를 입력하고 출력한 후 지원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Form 2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수험번호: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는 입학 전형 및 합격자의 학적 생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
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
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이용 목적 : 홍익대학교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 최종 합격 시 학력조회, 학사,
통계업무 등으로 활용
- 수집 항목 :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학력사항, 자격증 사항, 외국어 사항, 경력사항, 가족사항,
수학계획서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영구(합격자) 또는 10년보관 후 파기(불합격자)
- 미동의 시 불이익사항 :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거부하실
수 있으며, 해당 개인정보는 홍익대학교 대학원 입학 전형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항
목이므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이용 목적 : 홍익대학교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 최종 합격 시 학력조회, 학사,
통계업무 등으로 활용
-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영구(합격자) 또는 10년보관 후 파기(불합격자)
- 미동의 시 불이익사항 : 위와 같은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거부하
실 수 있으며, 해당 개인정보는 홍익대학교 대학원 입학 전형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항목이므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최종합격자의 출신대학(원), 국제국립교육원 등
- 개인정보의 제공목적 : 최종합격자의 출신대학(원) 학력조회, 병무, 학자금 대출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학사정보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처리목적 달성 시 까지
- 미동의 시 불이익사항 :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거부하실
수 있으며, 해당 개인정보는 홍익대학교 대학원 입학 전형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항
목이므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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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nts must fill out the online application and print, sign and submit this form.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료를 입력하고 출력한 후 지원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Form 2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Usage Agreement
Reg.No.:
The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provides the following personal information to the third part regarding
the admission screening process and the admission process of the successful applicants, and handles necessary
matters so that personal information can be safely managed according to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Please read the following carefully and decide whether or not to accept it.

1. Consent to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 Purpose of collection and use: It is used as a sample data for admission to the graduate school of Hongik
University. After the entrance, it is used for academic affairs, Korean government’s statistics, etc.
- Collect information: Name, alien registration number, passport number, date of birth, gender, phone number,
mobile phone number, address, e-mail, academic credentials,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etc.
- Dur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use: Persistent(successful applicant) or 10 years of retention after disqualification(non-successful applicant).
- Disadvantaged at the time of misdemeanor: Applicants might be consent or refusal to collect and use the
above personal information. This personal information is the minimum required to support the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Admission(Refusaled person cannot apply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 you agree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 I agree

□ I do not agree

2. Consent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 Purpose of collection and use: It is used as a sample data for admission to the graduate school of Hongik
University. After the entrance, it is used for academic affairs, Korean government’s statistics, etc.
- Collect information: Alien registration number, Passport number
- Dur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use: Persistent(successful applicant) or 10 years of retention after disquali
-fication(non-successful applicant).
- Disadvantaged at the time of misdemeanor: Applicants might be consent or refusal to collect and use the
above personal information. This personal information is the minimum required to support the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Admission(Refusaled person cannot apply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 you agree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unique identifying information?

□ I agree □ I do not agree

3. Consent to the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by a third party
- Person to whom personal information is provided: The university of the successful applicant, NIIED, etc.
- Purpose of collection and use: Verification of degree, etc.
- Collect information: Name, alien registration number, passport number, date of birth, gender, phone number,
mobile phone number, address, e-mail, academic credentials,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etc.
- Dur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use: Until the goal is accomplished.
- Disadvantaged at the time of misdemeanor: Applicants might be consent or refusal to collect and use the
above personal information. This personal information is the minimum required to support the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Admission(Refusaled person cannot apply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 you agree to provide third parties
with your personal information?

□ I agree □ I do not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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