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졸업예정자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중앙대학교는 동문을 대상으로 모교 소식, 행사 등의 안내 및 홍보를 위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제3자 제공 동의를 통하여 중앙대학교 총동문회에서 진행하는 동문 대상 각종 안내 및 홍보를 진행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중앙대학교의 동문 대상 소식/행사 안내의 목적으로 졸업 후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합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 중앙대학교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 안내 및 프로그램 홍보

   2) 수집항목 : 성명, 학번, 학적사항,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3) 보유 및 이용 기간 : 해당 정보주체 동의 철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동문을 대상으로 한 안내를 수신하실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필수)

동의함 gfedc 동의하지 않음 gfedc

  기부행사 안내 및 홍보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거부 시 

기부행사 안내 및 홍보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선택)

동의함

SMS
(문자) 전화 이메일 주소

(우편)
동의하지 않음 gfedc

gfedc gfedc gfedc gfedc

2. [선택] 개인정보 제3자 정보제공 동의
   중앙대학교 총동문회의 소식 안내 및 기타 동문 관리의 목적으로, 총동문회에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중앙대학교 총동문회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중앙대학교 총동문회 소식 안내 및 기타 동문 관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학번, 학적사항,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해당 정보주체 동의 철회 시까지
    5)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문을 대상으로 한 안내를 수신하실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선택)

동의함 gfedc 동의하지 않음 gfedc

3.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철회방법
   졸업 전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철회는 해당 페이지에서 철회하실 수 있으며, 졸업 후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하

고자 하는 경우, 중앙대학교 대외협력처(Tel.820-6204~6206) 또는 중앙대학교 총동문회(Tel.02-521-1199)에 철회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원) :         학과(부) :         학번 :             성명 :    000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