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받는자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주기 제공 근거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장학금 대출 관련 업무
대학명,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교육비부담액, 장학금수혜액,

학번/수험번호, 학과명, 등록금액, 가상계좌, 등록확인정보, 학적∙상태정보, 학년
년 2회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 3조(등록금의 면제, 감액),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의 5(학자금지원대상자의 추천),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 12조 (대출신청 및 추천)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교육비납입증명서) 대학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육비부담액, 장학금수혜액, 학번, 학과명 년 1회
소득세법 제 59조의 4(특별세액공제), 동법 시행령 제 216조의 3(소득

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유학생정보시스템(FIMS)
외국인 신입생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유학생정보관리
성명, 생년원일, 성별, 여권번호, 국적, 대학명, 등록과정, 학과, 한국어구사능력, 최종출신학

교, 장학내역, 사진, 학번, 이메일, 등록체류지
필요시

출입국관리법 제 19조의 4(외국인유학생의관리 등), 동법 시행령 제
24조의 8(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제 10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

보의 처리), 개인정보보호법 제1장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무관련 업무 학교명, 학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공, 학년, 학적상태, 전자우편, 전화번호, 필요시
병역법 제60조/병역법 시행령 제125조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병역법시행령 제127조(학적변동자의 처리) 제2항 입영연기 관

리규정 제16조 제 2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알리미에 진학 통계, 고등교육통
계조사,

신∙편입생충원현황(지원자수, 입학자수), 재적학생현황(재학생, 휴학생, 지적학생), 외국인학
생 현황, 외국대학 교류현황, 졸업생 졸업성적 분포, 학생기본정보(이름, 생년월일, 성별, 국
적, 동포여부, 학생구분번호), 입학정보, 재적정보, 학적변동정보, 교류정보, 졸업정보, 외국
인학생정보, 학번, 성명(국문&영문), 학과, 학적상태, 성별, 국적,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메일주소

년 2회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 6조(고등교육기관의 공

시대상정보 등), 교육부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제 50조)

교환학생 관련 대학교
학력조회, 학점 교류 및 학점인정 조

회
이름, 학과, 학위번호, 학번, 졸업일자, 이수학기(이수과목 및 학점, 담당교수명) 필요시

개인정보보호법 제1장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고등교육법 제 23조
(학점의 인정 등), 동법 시행령 제 4조 (학칙), 제 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금융기관(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
등록금 납부를 위한 가상계좌발급 및

납부확인,
학생증 발급

단과대학, 학과, 과정명, 수납가상계좌, 학번, 수납항목, 등록금액, 장학금액, 성명, 납부기
간, 사진

매 학기
고등교육법 제 11조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동법 시행령 제 4

조 (학칙)

National Conference of Bar Examiners
변호사 시험 응시를 위한 학위취득 여

부 검증
학번, 성명(국문&영문), 학과, 학적상태, 재학기간, 생년월일, 졸업여부, 학위명, 학위취득일 년  2회 개인정보보호법 제1장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학위취득검증업체 (퍼스트어드밴티지(주)한
국지점, Spantran)

구직을 위한 학위취득 여부 검증
학번, 성명(국문&영문), 생년월일, 학과, 학점, 재학기간, 학적상태, 성별, 학위명, 학위수여

일, 학위등록번호
필요시 개인정보보호법 제1장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경북대학교 외 10개교  2020학년도 신입생 학력조회 의뢰 이름, 생년월일, 학과, 학위등록번호, 졸업일 년 1회 고등교육법 제 33조 제3조(입학자격)

LSAC(The Law School Admission Counsil)
LL.M. 학위과정에 지원하는 졸업자의

학위 평가 기관
학교명, 재학기간, 학위명, 성적표 필요시 개인정보보호법 제1장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중앙인스코리아(주) 외국인 유학생 보험가입
학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여권번호

소속신분,학과명,성명,학번
년 1회

정보주체의 동의 국민건강보험법 제 76조(외국인 등 가입자 및 피부양
자)제 2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기업은행 학생증 발급 성명, 학번, 생년월일, 소속대학, 소속학과, 사진 필요시 정보주체의 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