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교육위원단 지정서식
Student Information Form
FULBRIGHT ENGLISH STUDY CLUB
All blanks on KAEC Information Form A and B must be filled out in English except where otherwise specified.
Once these forms have been properly filled out, please click "save as" to save the file under the "File" menu.
Click to attach a scanned
photograph taken within 1 year

SCORES
TOEFL

IELTS

Test Date

GRE

GMAT

Test Date

DEGREE ACRONYM *

GPA * SCALE *

Test Date

Total Score

Total Score
Verbal :

Verbal :

Quantitative :

Quantitative :

Analytical :

Analytical :

* Please list DEGREE ACRONYM(Ph.D, M.S, B.A./B.S., Transfer, Exchange Prog., etc.), GPA and SCALE in reverse chronological order, including in which you may be presently enrolled.

FIELD OF PROPOSED STUDY (Academic Discipline & Concentration, if any)

TYPES OF STUDY
Master

PH.D

Non-degree

PERSONAL DATA
1. NAME (*English Name spelling MUST be exactly same as shown in your passport.)
Last Name in ENG.

First Name in ENG.

In Korean

In Hanja

2. CURRENT ADDRESS

TELEPHONE

In English

Home
Office

In Korean

Mobile

Postal Code

Email

3. PERMANENT OR HOME ADDRESS

TELEPHONE

In English

Home

In Korean

Postal Code

4. PLACE OF BIRTH (City or Province & Country)

5. DATE OF BIRTH

City or Province

Country

6. GENDER
Male

7. MARITAL STATUS
Female

Single

Married

Date of Birth
8. MILITARY SERVICE
Completed

Exempted

Postponed

Others

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given in the KAEC Information Forms is complete and accurat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DATE

Applicant Name

Korean-American Educational Commission
Fulbright Building
23 Baekbeom-ro 28-gil, Mapo-gu
Seoul 01456, Korea
Tel: (02)3275-4018, Fax: (02)3275-4028

Continue on the next page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한미교육위원단 귀중
‘한미교육위원단’은 (이하'위원단')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장학금 신청자와 수혜자의 개인 정보를 중요시 하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위원단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장학금 신청자 및
수혜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고지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
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I.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위원단은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 운영 관련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한글이름, 이메일, 휴대폰, 전화번호, 주소, 영문이름, 현재학년, 생년월일, 보호자 이름, 보호자 휴대폰, 이메일, iBT TOEFL., IELTS, GRE/GMAT 점수, 등록이수 과목/성적 (GPA),
전공학과, 연수경험, 병역의무여부, 추천인 이름/직장/직위/주소, 부양가족 정보, 비상연락처, 재취업보장증명사항, 풀브라이트 장학금인지 경로, 진학교육과정, 진학전공
- 개인정보 수집방법 : 한미교육위원단 기본서식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위원단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풀브라이트 장학프로그램 운영의 이행
- 해당 대학 혹은 학교 소속 여부 확인

3. 개인정보의 보유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는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 사업의 종료일까지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 및 이용합니
다.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위원단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학금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5.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위원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6.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귀 위원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입,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신청한 풀브라이트 장학금에 관련한 수혜자 선정 및 운영
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II.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 제공
위원단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한미교육위원단이 선정한 풀브라이트 장학프로그램 외부 심사위원
- 장학금수혜자의 출국에 필요한 행정서류 대행기관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제공.조회의 목적
- 풀브라이트 장학프로그램 운영의 이행
- 해당 대학과 직장에 소속 여부 확인
- 법령상 의무이행

3.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4. 수집한 개인정보의 위탁
위원단은 장학금 신청자 및 수혜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II-1 개인정보제공난에 명시된 이외의 기관과 업체에는 제공하지 않으며,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개인
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5.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해당 풀브라이트 장학프로그램 사업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개인 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 풀브라이트 장학프로그램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6.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위원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 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8.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 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신청한 풀브라이트 장학금에 관련한 수혜자 선정 및 운영
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본인은 위원단이 본인의 개인정
보와 신용정보를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개인과 기관에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날짜

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