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방침
동원과학기술대학의 홈페이지 및 동원과학기술대학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은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웹사이트 사용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동원과학기술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으며,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본교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www.dist.ac.kr (홈페이지)

- ipsi.dist.ac.kr (입학홈페이지)

- www.dist.ac.kr:8989 (학사정보서비스) - is.dist.ac.kr (학사행정 정보시스템)
- lib.dist.ac.kr(도서관)

- gw.dist.ac.kr(그룹웨어)

- center.dist.ac.kr(평생교육원)

- lead.dist.ac.kr(평생직업교육대학)

● 웹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수집 저장되는 개인정보
￭ 여러분이 양산대학 웹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 저장됩니다.
-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서버 도메인과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의 주소
- 이용자의 브라우져 종류 및 OS
- 방문일시
- 방문한 웹페이지 주소 및 로그정보 등
￭ 위와 같이 자동 수집 . 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웹사이트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
시기 바랍니다.
●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정보
이용자 여러분이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게시판)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
습니다.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기관과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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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 웹사이트 보안을 위해 관리적 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 웹사이트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와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 등을 막기위해 네트워크 감시, 방화벽, IDS, 서버감시 등의 보안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링크 사이트 . 웹 페이지
- 동원과학기술대학이 운영하는 여러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
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됨으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 웹사이트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범위
- 동원과학기술대학은 수집된 모든 개인정보가 불법 오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또한[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법률] 제10조 이용
및 제공의 제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엄격한 제한을 두겠습니다. 다만,
사용자 부주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면 학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관리책임
- 개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관리책임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
되지 않도록 비밀번호 관리 등의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 동원과학기술대학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안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 동원과학기술대학의 웹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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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과학기술대학 개인정보보호책임관
연락처
구분

개인정보보호책임관

총괄관리
책임관

연락처

E-mail

중앙전산센터장

055-370-8056

hicho@dist.ac.kr

교학팀장

055-370-8041

wsyang@dist.ac.kr

입시홍보처

055-370-8226

kschoi@dist.ac.kr

행정지원팀장

055-370-8021

chcha@dist.ac.kr

평생교육지원원

055-370-8221

su5353@dist.ac.kr

평생직업교육팀장

055-370-8051

bmkang@dist.ac.kr

업무별관리
책임관

￭ 주소 : 우) 626-740 경남 양산시 명곡로 321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우리 대학의 취급 및 보호방침
● 개인정보의 수집및 보유
￭ 동원과학기술대학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합니다
- 동원과학기술대학이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
부서

개인정보
화일명

교학지원팀

학적DB

교학지원팀
교직원DB
행정지원팀
입시홍보팀
도서관

수험생DB
도서관
이용자DB

주요항목
ID, 비밀번호,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적, 성적, 사진 등
ID, 비밀번호,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경력, 사진 등
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E-mail,
지원학과

보유
비고
기간
영구

영구

5년

ID,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E-mail등 영구

기숙사

사생DB

ID,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등

영구

평생교육원

원생DB

ID,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등

영구

예비군

ID,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적

대원DB

등

예비군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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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동원과학기술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학생, 교직원, 졸업생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노력하
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 동원과학기술대학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
니다.

제10조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5.17>
②보유기관의 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젖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
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9, 2007.5.17>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삭제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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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보유기관의 장은 제3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
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정보 수령자는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⑤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2007.5.17>
⑥보유기관의 장은 제3항 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보유목적 외의 목적
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동원과학기술대학이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제공 기관

제공근거

개인정보화일명

병역법제60조(징병검사
부산지방병무청

및 입영 등의 연기)

신입생 남자DB

병역법시행령(제1125조

편입생 남자DB

(제학생입영등연기)

제공 주요항목

제공주기

성명,주민번호,입
학일자,학부,주민

1년

번호, 학번

국민연금법제101조의2공
국민연금

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제10조보건복지

재적생

주민번호,학년

1년

부 연금65740-267호
주민번호,지급,재
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교직원

직기간,경력사항,
사학연금보수월

1년

액
성명,주민번호,주
금정세무서

소득세법 제 164조

교직원

소,급여총액,결정

1년

세액등
성명,주민번호,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37조

교직원

득월액,피부양자
주민번호 및

*
1년

성명등

* 동원과학기술대학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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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 다음의 개인정보화일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보유부서

개인정보화일명

열람장소
Fax번호

주소

학적DB
교학지원팀

교학지원팀

055-370-8043

교원DB

경남 양산시 명곡동

행정지원팀

직원DB

행정지원팀

055-370-8100

평생교육원

원생DB

평생교육원

055-370-8223

922-2번지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및 처리절차

- 열람청구 절차(「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열람 청구 : 청구인(정보주체)은 보유기관장에게 서식에 따른 청구를 하며
보유기관장은 이에 5일 이내 결정통지서 송부하여야 한다.
열람 시행 : 청구 접수후 10일 이내 이루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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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에 따른 청구
--------------------------

청구 : 청구인(정보주체)

-

5일이내 결정통지서 송부

보유기관장

-------------------------열람 시행

-

청구 접수후 10일이내
￭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 청구의 범위
s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s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정정 청구의 절차([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서식에 따른 청구

청구 :
청구인(정보주체)

----------------------------
--------------------------

보유기관장

--10일이내 정정조치결과통지서 송부

(※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권익침해 구제방법([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제1항(처리정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
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moleg.go.kr/
￭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서울시 행정심판위(02) 731-6157, 6557

강원도 행정심판위(033) 249-2132, 2478

부산시 행정심판위(051) 888-2212

충북도 행정심판위(043) 220-2321～4

대구시 행정심판위(053) 429-2137

충남도 행정심판위(042) 251-2133

인천시 행정심판위(032) 440-2292

전북도 행정심판위(063) 280-2132

광주시 행정심판위(062) 606-2132

전남도 행정심판위(062) 607-2131

대전시 행정심판위(042) 600-2152

경북도 행정심판위(053) 429-2137

울산시 행정심판위(053) 229-2132

경남도 행정심판위(055) 279-2133

경기도 행정심판위(031) 249-2132, 2881

제주도 행정심판위(064) 710-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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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의 이메일 등 연락처
￭ 동원과학기술대학의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은 다음
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과
우리 대학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원과학기술대학 개인정보보호책임관
s 이메일 : ykpark@dist.ac.kr
s 전화번호 : 055-370-8056 Fax : 055-370-8059
s 주소 : 우)626-847 경남 양산시 명곡로 321
동원과학기술대학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주요 개인정보 화일에 대한 문의
연락처
보유부서

개인정보화일명
전화번호(FAX)

교학처

교원,학적DB

행정지원처

직원DB

평생교육원

원생DB

055-370-8041
(055-370-8043)
055-370-8022
(055-370-8100)
055-370-8221
(055-370-8223)

이메일

위치

wsyang@dist.ac.kr
chcha@dist.ac.kr

경남 양산시
명곡로 321

su5353@dist.ac.kr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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