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파일현황
시스
템연

분야구분
(시스템)

번

파일
번호

개인정보파일 명칭

법적근거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1

대입상담프로그램

1

전화상담시스템 및 상담프로그램 교사단 명단

정보주체의 동의 및 소득세법

상담시스템 운영

2

대입상담포털

2

대입상담포털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3

대입정보매거진
대학정보공시통합시스템

3

뉴스레터 구독자 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대입정보매거진 뉴스레터 운영

* 필수 : 이름, E-Mail

4

대학정보공시 통합 시스템 담당자

정보공시특례법

대학정보공시 업무 담당자 관리

* 필수 : 성명, 학교명, 부서, 직급, 전화번호, 핸드폰, 이메일(7개)

5

고교대학연계심화과정 대학사용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23조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운영

* 필수 : 이름, E-Mail,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기타 ( 인증서 정보(DN값), 학교명 )

6

고교대학연계심화과정 회원정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23조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운영

4
5

6

고교대학연계심화과정

대학기관평가인증 홈페이지

7

대학기관평가인증 대학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대학기관평가인증 운영

8

대학기관평가인증 질의응답자 및 연수참가자 관리

정보주체의 동의

대학기관평가인증 운영(질의사항 답변 등)

* 필수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E-Mail, 핸드폰(연락처), 기타( 소속학교, 담당교과, 계좌번호 )

개인정보파일(건)수

보유기간

376

* 필수 : 로그인ID, 성명, 비밀번호, 핸드폰, 이메일, 접속IP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대입정보포털 어디
가의 회원정보(로그인ID, 비밀번호 등)

* 필수 : 이름, E-Mail,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기타 ( 고등학교, 학년, 학부모명, 학부모
연락처, 은행, 계좌, 예금주, DI중복가입확인KEY )
* 필수 : 이름, E-Mail, 직장연락처, 기타(소속)
* 선택 : 휴대폰번호
* 필수 : 이름, E-Mail, 직장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기타(소속)

(1년)
준영구(회원탈퇴시)

4,000

(1년)

28,771

(5년)

460

(2년)

11,372

(2년)

212

(5년)

260

(2년)

646

(2년)

832

(2년)

63

(2년)

* 필수 : 이름, 평가영역, 소속기관명, 직위, 학사 취득대학, 석사 취득대학, 박사 취득대학, 최종학위계
9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위원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평가위원 선정 및 대학기관평가인증 운영

열, 생년월일, 성별, 계좌번호, E-Mail, 전화번호
* 선택 : 휴대전화번호

10 한국교양기초교육원 홈페이지 회원정보
7

정보주체의 동의

일반 회원 관리

* 필수 : 이름, 아이디, 비빌번호, E-Mail, 핸드폰, 소속, 직위
* 선택 : 유선전화, 두루내 신청여부
* 필수 : 한글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성별, 최종학위, 취득일, 전공, 취득대학, 전업강사여부, 주요연

한국교양기초교육원 홈페이지
11 한국교양기초교육원 교양교육강사 자기소개서

정보주체의 동의

교양교육 교강사 초빙

구경력, 주요강의경력, 자기소개내용
* 선택 : 사진, 영문이름

8
9

고등교육연수원 홈페이지
표준공통원서관리시스템

* 필수 :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기타(소속부서명)

12 고등교육연수원 홈페이지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고등교육연수원 고유업무 운영

13 고등교육연수원 연수참가자 관리

정보주체의 동의

고등교육연수원 고유업무 운영

* 필수 : 이름, 부서, 직위, 성별, 휴대전화번호, E-Mail

14 표준 공통원서 관리시스템 회원정보

고등교육법시행령73조

표준 공통원서접수시스템 운영

* 필수 :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번호 , E-Mail,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기타(소속)

* 선택 : 전화번호

28,825

준영구(회원탈퇴시)

58,666

기타 (업무종료시)

157

준영구(회원탈퇴시)

4,043

준영구(회원탈퇴시)

* 필수 :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소속구분, 소속부서, 학교명, 수행업무, 직무명, 직무아이디, 휴대전
15 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 사용자 관리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 운영

화번호, 전화번호, E-Mail
* 선택 : 학교코드

10 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

16 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 정시모집정보

고등교육법시행령42조, 73조

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 운영

17 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 수시모집정보

고등교육법시행령42조, 73조

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 운영

* 필수 : 대학사용자아이디, 학년도, 수험번호, 개인식별키, 지원자명, 대학코드, 대학명, 모집시기
* 필수 : 대학사용자아이디, 학년도, 대학구분, 대학명, 수험번호, 개인식별키, 지원자명, 식별번호, 합
격여부, 예치금납부여부
* 필수 : 대학사용자아이디, 학년도, 수험번호, 개인식별키, 지원자명, 대학코드, 대학명, 타대학등록

18 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 추가모집정보

고등교육법시행령42조, 73조

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 운영

19 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 최종자료제출정보

고등교육법시행령42조, 73조

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 운영

* 필수 : 대학사용자아이디, 학년도,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지원자명, 대학코드

20 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 위반자관리정보

고등교육법시행령42조, 73조

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 운영

* 필수 : 수정이름, 수정주민등록번호

21 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 유사도검색 지원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 운영

22 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 유사도검색 추천인검증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 운영

여부

* 필수 : 수험번호, 지원자명, 주민등록번호, 고등학교명, 고등학교코드, 계열명, 전형유형명, 추천교
사명, 소속학교명
* 필수 : 이름, 소속학교명, 담당과목명, 학생과의 관계, 학생과 교류시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
일, 교사인증정보(NEIS 교사개인번호 및 NEIS ID)

21,458,829

(1년)

147,771,197

(1년)

893,180

(1년)

4,769,710

(1년)

30,949

(1년)

6,733,699

(3년)

1,806,749

(2년)

26,682,779

(3년)

1,274

(3년)

77,183

(3년)

* 필수 : 사용자아이디
* 선택 : 학년/학기별/과목별석차, 학년/학기별/과목별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성취도,
23 대학입학정보포털 학습진단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대학입학정보포털 운영

출결현황, 봉사활동, 수능/모의고사/대학별/반영영역별 내점수, 학생부주요교과분석(학년학기별석차
등급, 학년학기별석차표준점수), 학생부교과조합분석(석차등급,표준점수,원점수), 정시/수시목표대학,
정시/수시대학별내점수

11 대입정보포털시스템

* 필수 : 학생(이름, 학교, 휴대전화, E-Mail, 상담일시), 인솔교사(성명, 휴대전화번호, E-Mail, 관람일
24 대학입학정보포털 대입박람회신청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대학입학정보포털 운영

시, 학교명, 학교주소)
* 선택 : 지원대학

12 모바일대입정보포털

* 필수 : 사용자아이디, 작성자, 학교/학년, 희망대학, 질문내용

25 대학입학정보포털 대입상담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대학입학정보포털 운영

26 대학입학정보포털 회원관리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대학입학정보포털 운영

* 필수 :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E-Mail, 휴대전화번호, 사용자구분

992,603

(3년)

27 모바일 대입정보포털 회원관리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대학입학정보포털 운영

* 필수 :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E-Mail, 휴대전화번호, 사용자구분

133,868

기타 (회원탈퇴시)

* 선택 : 상담교사, 답변내용, 수능모의고사성적, 학생부성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