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NKUK UNIVERSITY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Graduate School Application Form KUGRD-A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CONSENT FORM TO RELEASE PERSONAL INFORMATION 

건국대학교는 외국인전형(신입학) 업무와 관련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

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있으며,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개인정보항목 

(필수) 

가. 개인식별정보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현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나. 학력사항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재학 여부, 재학기간, 전공, 성적, 졸업여부 

다. 경력사항  

근무직장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 및 직급, 담당 업무 

라. 자격·면허, 외국어 능력에 관한 사항:  

외국어 시험명과 취득 점수(급수), 자격 및 면허 취득 사항  

마. 기타 사항:  

지원서, 자기소개서, 학업 및 연구계획서에 본인이 임의 기재한 사항, 재정(보증)관련 사항, 가족 관련 정보 

고유식별정보 외국인등록번호, 여권정보 

수집·이용목적 
외국인전형(신입학) 진행 시 지원자의 인적 사항 확인, 합격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국적, 학력, 경력, 자격 및 

면허 사항의 확인, 합격 관련 감사 수감 시 제출 등 

보유기간 
외국인전형(신입학) 진행 시 수집된 개인 정보는 입시 전(全) 과정의 증빙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준영구 보존

하되, 입시 전형 과정에서 생성한 전산 데이터는 5년간 보존함. 

• 필수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 식별 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지원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을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의 거부 시 입학이 불가함을 유의 바랍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제공받는 자 교육부,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동부화재, 스터디 유니온(동부화재 대리점) 

제공받는자의

이용 목적 

• 유학생 교육 및 출입국 관련 업무 처리 

• 신입생 유학생 보험 단체 가입  

제공정보항목 
• 교육부, 법무부: 필수 개인정보 항목 및 고유식별정보 전체 

• 보험회사: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제공받는자의 

보유이용기간 
해당 기관 별 개인정보 관리 규정에 따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지원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의 거부 시 입학이 불가함을 유의 바랍니다.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YYYY/MM/DD) 

 

 동의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날인) 

                                                                               *여권에 기재된 영문성명 기입      签名  或  盖章 

건국대학교 국제처장 귀하   



KONKUK UNIVERSITY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Graduate School Application Form KUGRD-A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CONSENT FORM TO RELEASE PERSONAL INFORMATION 

Konkuk University abides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en collect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 in the 

admissions process for international students. The university does not use the applicants’ personal information for other 

purposes without their consent.      

 

1. Consent to Collect and Use Personal Information & Unique ID Information  
 

Category Contents 

Personal 

Information 

(Required) 

A. Personal Identifiable Information 

  Name, nationality, sex, date of birth, current address, phone number, and e-mail address 

B. Educational Background 

   Academic records from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s well as universities attended  

C. Professional Experience  

   Names of employers, departments, employment period, positions, and responsibilities  

D. Certificates, Licenses, and Language Proficiency Test Results 

   Names and results of language proficiency tests and details related to certificates and licenses obtained 

E. Miscellaneous 

   Any written statements found in the Application Form, Self Introduction, Study and Research Plan, and financial 

documents as well as family-related information 

Unique ID 

Information 
Alien registration numbers, passport information 

Purpose of 

Collection & Use 

Verification of applicants’ personal data, including nationality, educational background, professional experience and/or any 

certificates and licenses required for admissions screening or audits 

Period Held Electronic data produced during the admissions process using personal information will be kept for five years.  

• Do you agree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mentioned above?  Yes □ / No □ 

• Do you agree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unique ID Information mentioned above?  Yes □ / No □ 

※ You can disagree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above-mentioned information. However, admission cannot be granted. 

 

2. Consent to Release Personal Information to Third Parties 

Category Contents 

Third Parties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Justice (Immigration Office), Dongbu Insurance, Study Union (An agent of Dongbu 

Insurance)  

Purpose of Use by 

Third Parties  

• For processing education and immigration related work  

• For international students’ group insurance  

Information 

Provided 

• Ministry of Education and Ministry of Justice: Both required personal information and unique ID information 

• Dongbu Insurance and Study Union: Name, nationality, sex, date of birth, alien registration number, passport Information, 

phone number, and e-mail address 

Period Held Held according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of each institution 

• Do you agree to the release of personal information to third parties?    Yes □ / No □ 

※ You can disagree to release of above-mentioned information. However, admission cannot be granted. 

 

I, hereby, declare that I read and agree to all terms of the Consent Form to Release Personal Information.    
 

 

20     년     월     일 

 (YYYY/MM/DD)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 or Seal) 

*as written in your passport 

 

To the Vice President of International Affairs, Konkuk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