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계정보보유 기간에 따라 10년간 보유 (상증법 제51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학비환불, 장학금 지급 및 경비지급, 연말정산 세액 공제 이용 등에 이용

본인 확인 및 식별 절차에 이용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수집 항목

학생: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은행계좌정

보, 전공, 학번, Email 주소

학부모: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은행계좌

정보, Email 주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받는 자 정부기관, 감사기관, 국세청 등

제공 항목 성명,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학교명, 전공, 학번, 주소

제공 목적 대학기관운영에 대한 보고 및 감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거부 권리: 개인 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상기 기

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동의에 체크해도 되며, 업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학생 이름: 서명: (필수)

학생 G Number: (필수)

학부모 이름: 서명: (학부모 정보 제공 시 필수)

년 월 일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Agreement of Collection and Usage of Personal Information

[General Collection and Usage of Personal Information]

Period of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10 years according to law

Objective

Tuition refund, Scholarship payment or Expense reimbursement, Year-End Tax

filling or Tax Return, etc.

Confirmation of identity and ver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offering

Categories of

Personal Information

Student: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RC Number, Passport

number) Cellphone Number, Address, Bank information, Major, G number,

Email Address

Parents: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RC Number, Passport

number), Cellphone Number, Email Address, Address, Bank information.)

Do you agree to the general collection and usage of personal information?

I Agree ¨ I Disagree ¨

[Agreement to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to a Third-Party]

Third-Party Government, Auditor, IRS, Korea National Tax Service (Hometax)

Range of

information provided

Student name, Resident number, Cellphone Number, University Name, Major,

G number, Address, etc.

Objective Report University Operation according to audit procedure

Do you agree to the general collection and usage of personal information?

I Agree ¨ I Disagree ¨

Rights to deny and limitations on denial: You obtain the right to deny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if you deny and disagree to disclose, you will be restricted to any financial

procedure.

I agree to the collection and usage of personal information as written above.

Student Name: Signature:

G number:

Parents Name: Signature:

(When providing parent’s information)

Date: (MM)/ (DD)/ (YYYY)

George Mason University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