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스

템연

번

분야구분

(시스템)

파일

번호
개인정보파일 명칭 법적근거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대상인원수 보유기간

1 대입상담프로그램 1 전화상담 및 상담프로그램 교사단 명단 정보주체의 동의 및 소득세법 상담시스템 운영 * 필수 : 이름, 주민번호, 주소, E-Mail, 핸드폰(연락처), 기타( 소속학교, 담당교과, 계좌번호 )  344건 기타  (업무종료시)  (년)

2 대입정보고교방문설명회 홈페이지 2 대입정보 고교방문 설명회 홈페이지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대입정보설명회 운영 * 필수 :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E-Mail, 핸드폰(연락처), 기타(소속학교)  1,260건 기타  (업무종료시)  (년)

3 교사와 함께하는 대학입학정보 홈페이지 3 교사와 함께하는 대학입학정보 홈페이지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대입상담센터 교사용 홈페이지 운영 * 필수 :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E-Mail, 핸드폰(연락처), 기타(인증서 정보(DN값), 소속학교, 사용자구분)  920건 기타  (업무종료시)  (년)

4 대학정보공시시스템 4 대학 정보공시담당자 정보공시특례법 대학정보공시 업무 담당자 관리 * 필수 : 이름, E-Mail,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기타  ( 소속학교, 부서명, 직급, )  22,649건 기타  (업무종료시)  (년)

5 대학특성화정보시스템 5 대학특성화정보 업무 담당자 관리 정보주체의 동의 대학특성화정보 업무 담당자 관리 * 필수 : 이름, E-Mail,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기타  ( 소속학교, 부서명, 직급, )  1,499건 기타  (업무종료시)  (년)

6 대학표준분류시스템 6 대학 표준분류시스템 업무담당자 정보주체의 동의 표준분류시스템 운영 * 필수 :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E-Mail,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기타  ( 학교명, 소속부서, 인증서정보(DN값))  4,090건 기타  (업무종료시)  (년)

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문헌정보실 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문헌정보실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문헌정보실 운영
* 필수 :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E-Mail, 직장연락처, 핸드폰

* 선택 : 생년월일, 주소
 253건 기타  (회원탈퇴시)  (년)

8 고교대학연계심화과정 교원 관리 정보주체의 동의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운영 * 필수 : 이름, E-Mail,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기타  ( 소속, DI중복가입확인KEY )  382건 기타  (업무종료시)  (년)

9 고교대학연계심화과정 업무담당자 및 신청자 정보주체의 동의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운영 * 필수 : 이름, E-Mail,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기타  (인증서 정보(DN값), 학교명)  384건 기타  (업무종료시)  (년)

10 고교대학연계심화과정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운영 * 필수 : 이름, E-Mail,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기타  ( 고등학교, 학년, 학부모명, 학부모연락처, 은행, 계좌, 예금주, DI중복가입확인KEY )  18,480건 기타  (업무종료시)  (년)

11 고등학교담당교사정보 고등교육법제34의2 입학사정관제 공정성확보시스템 운영
* 필수 : 이름, E-Mail,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 선택 : 없음
 3,934 건 기타  (업무종료시)  (년)

12 고등학교담당자 고등교육법제34의2 입학사정관제 공정성확보시스템 운영
* 필수 : 이름, E-Mail,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기타  ( 학교명, 고등학교 )

* 선택 : 없음
 6,601 건 기타  (업무종료시)  (년)

13 업무담당자 고등교육법제34의2 입학사정관제 공정성확보시스템 운영
* 필수 : 이름, E-Mail,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기타  ( 학교명, 소속부서, DI중복가입확인KEY )

* 선택 : 없음
 400 건 기타  (업무종료시)  (년)

14 지원자정보 고등교육법시행령73조 입학사정관제 공정성확보시스템 운영
* 필수 : 이름, 주민번호, 기타  ( 고등학교, 계열, 전형유형 )

* 선택 : 없음
 1,583,161 건 기타  (업무종료시)  (년)

15 고교교육 정상화기여 대학지원사업 관리시스템 대학별 업무담당자 관리 정보주체의 동의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관리 시스템 운영
* 필수 : 이름, E-Mail,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기타  ( 학교명, 소속부서, DI중복가입확인KEY )

* 선택 : 없음
 298 건 기타  (업무종료시)  (년)

16 고교교육 정상화기여 대학지원사업 신청자 관리 정보주체의 동의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관리 시스템 운영
* 필수 : 이름, E-Mail,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기타  ( 학교명, 성별, 소속부서 )

* 선택 : 없음
 45 건 기타  (행사종료시)  (접수기간)

17 대학기관 평가인증 대학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대학기관평가인증 운영
* 필수 : 이름, E-Mail, 직장연락처, 기타(소속)

* 선택 : 휴대폰번호
 209건 기타  (업무종료시)  (년)

18 대학기관 평가인증 질의응답자 및 연수참가자 관리 정보주체의 동의 건의사항 처리 및 연락 * 필수 : 이름, E-Mail, 직장연락처, 기타(소속)  293건 기타  (업무종료시)  (년)

19 대학기관 평가인증 평가위원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평가위원 선정 및 대학기관평가인증 운영
* 필수 : 이름, 평가영역, 소속기관명, 직위, 학사 취득대학, 석사 취득대학, 박사 취득대학, 최종학위계열, 생년월일, 성별, 계좌번호, E-Mail, 전화번호

* 선택 : 휴대전화번호
 364건 기타  (업무종료시)  (년)

20 한국교양기초교육원 홈페이지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일반 회원 관리
* 필수 : 이름, 아이디, 비빌번호, E-Mail, 핸드폰, 소속, 직위

* 선택 : 집연락처, 두루내 신청여부
 626건 기타  (회원탈퇴시)  (년)

21 한국교양기초교육원 교양교육강사 자기소개서 정보주체의 동의 교양교육 교강사 초빙
 * 필수 : 한글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성별, 최종학위, 취득일, 전공, 취득대학, 전업강사여부, 주요연구경력, 주요강의경력, 자기소개내용

 * 선택 : 사진, 영문이름
 57건 기타  (업무종료시)  (년)

22 고등교육연수원 홈페이지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고등교육연수원 고유업무 운영
 * 필수 :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기타(소속부서명)

 * 선택 : 전화번호
 21285건 기타  (회원탈퇴시)  (년)

23 고등교육연수원 연수참가자 관리 정보주체의 동의 고등교육연수원 고유업무 운영  * 필수 : 이름, 부서, 직위, 성별, 휴대전화번호, E-Mail  43796건 기타  (회원탈퇴시)  (년)

14 한중일 캠퍼스 아시아 홈페이지 24 한중일 캠퍼스 아시아 홈페이지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한중일 캠퍼스 아시아 업무 운영  * 필수 :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비밀번호 질답, E-Mail,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기타(소속, 부서명, 직급)  43건 기타  (회원탈퇴시)  (년)

25 표준 공통원서 관리시스템 회원정보 고등교육법시행령73조 표준 공통원서접수시스템 운영  * 필수 :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번호 , E-Mail,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기타(소속)  90건 기타  (회원탈퇴시)  (년)

26 표준공통원서 연계시스템 데이터 고등교육법시행령73조 표준 공통원서접수시스템 운영

 * 필수 :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국적, 공통원서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추가연락번호1, E-Mail, 학교정보, 최종학

력구분, 재학/출신 고교명, 졸업/예정연도, 고교전화번호

 * 선택 : 추가연락번호2, 추가연락번호3, 추가연락번호4,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공통자기소개서(고교 학업 노력 및 경험 내역, 고교 교내 활동 내역, 고

교 배려나눔 협력갈등 내역)

 210166건 -파기처리 기타  (회원탈퇴시)  (년)

27 표준공통원서 개인민감정보 로그 고등교육법시행령73조 표준 공통원서접수시스템 운영  * 필수 : 사용자ID, 접속정보, 개인민감정보 복호화내역, 접속IP주소  1437건 -파기처리 기타  (회원탈퇴시)  (년)

28 표준공통원서 대학별 원서접수 대장 고등교육법시행령73조 표준 공통원서접수시스템 운영  * 필수 : 이름, 수험번호, 모집단위, 전형유형, 접수시간, 접수장소  768건-파기처리 기타  (회원탈퇴시)  (년)

29 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 사용자 관리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 운영
 * 필수 :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소속구분, 소속부서, 학교명, 수행업무, 직무명, 직무아이디,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E-Mail

 * 선택 : 학교코드
 993건 기타  (회원탈퇴시)  (년)

지원시스템-공통-

사용자관리

30 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 고등학교사용자 관리정보 한국교육개발원(KEDI)위탁 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 운영
 * 필수 : 학년도, 고등학교명, 이름, 생년월일

 * 선택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없음 기타  (회원탈퇴시)  (년)

지원시스템-공통-

고등학교사용자관

리

31 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 정시모집정보 고등교육법시행령42조, 73조 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 운영  * 필수 : 대학사용자아이디, 학년도, 수험번호, 개인식별키, 지원자명, 대학코드, 대학명, 모집시기  없음 기타  (회원탈퇴시)  (년)

지원시스템-위반

자사전예방-대학

입학지원현황관리

-대학별지원자현

황

32 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 수시모집정보 고등교육법시행령42조, 73조 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 운영  * 필수 : 대학사용자아이디, 학년도, 대학구분, 대학명, 수험번호, 개인식별키, 지원자명, 식별번호, 합격여부, 예치금납부여부  2,297,831건 기타  (회원탈퇴시)  (년)

지원시스템-위반

자사전예방-대학

입학지원현황관리

-대학별지원자현

황

33 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 추가모집정보 고등교육법시행령42조, 73조 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 운영  * 필수 : 대학사용자아이디, 학년도, 수험번호, 개인식별키, 지원자명, 대학코드, 대학명, 타대학등록여부  없음 기타  (회원탈퇴시)  (년)

지원시스템-위반

자사전예방-대학

입학지원현황관리

-대학별지원자현

황

34 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 최종자료제출정보 고등교육법시행령42조, 73조 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 운영  * 필수 : 대학사용자아이디, 학년도,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지원자명, 대학코드  없음 기타  (회원탈퇴시)  (년)

지원시스템-위반

자사전예방-대학

입학지원현황관리

-대학별지원자현

황

35 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 위반자관리정보 고등교육법시행령42조, 73조 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 운영  * 필수 : 수정이름, 수정주민등록번호  없음 기타  (회원탈퇴시)  (년)

지원시스템-위반

자사전예방-위반

자사전예방관리-

주민번호검증

36 대학입학정보포털 학습진단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대학입학정보포털 운영

 * 필수 : 사용자아이디

 * 선택 : 학년/학기별/과목별석차, 학년/학기별/과목별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성취도, 출결현황, 봉사활동, 수능/모의고사/대학별/반영영역별

내점수, 학생부주요교과분석(학년학기별석차등급, 학년학기별석차표준점수), 학생부교과조합분석(석차등급,표준점수,원점수), 정시/수시목표대학, 정시/수

시대학별내점수

 598947건 기타  (회원탈퇴시)  (년)

37 대학입학정보포털 대입박람회신청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대학입학정보포털 운영
 * 필수 : 학생(이름, 학교, 휴대전화, E-Mail, 상담일시), 인솔교사(성명, 휴대전화번호, E-Mail, 관람일시, 학교명, 학교주소)

 * 선택 : 지원대학
 118건 기타  (회원탈퇴시)  (년)

38 대학입학정보포털 대입상담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대학입학정보포털 운영
 * 필수 : 사용자아이디, 작성자, 학교/학년, 희망대학, 질문내용

 * 선택 : 상담교사, 답변내용, 수능모의고사성적, 학생부성적
 10696건 기타  (회원탈퇴시)  (년)

39 대학입학정보포털 회원관리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대학입학정보포털 운영  * 필수 :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E-Mail, 휴대전화번호, 사용자구분  127,053건 기타  (회원탈퇴시)  (년)

지원시스템-입학

정보포털-출력-대

입정보포털현황판

8 고교대학연계심화과정

9 공정성확보시스템

고등교육연수원 홈페이지13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관리시스템10

대학기관 평가인증11

한국교양기초교육원 홈페이지12

표준공통원서시스템15

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16

대입정보포털시스템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