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 부서(팀) 파일명 제공목적 제공항목 제공근거 제공받는 기관 제공형태 제공 주기

학적보유자 변동사항 통보서 예비군 자원정비 학번,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학과,변동사유,변동일자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28조의2,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충북지방병무청 전자문서 월2회

학적보유자 명단(학적변동, 재학여부확인명단) 입영연기 성명, 주민번호, 학번, 학과, 학년, 입학년도, 졸업년도, 이메일, 연락처 병역법시행령 제157조 병무청 전자문서 년2회

학적보유자 명단 학생예비군 자원정비 성명, 주민번호, 학적변동내역, 학적변동일자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28조의2 충북지방병무청 전자문서 년2회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증명 보훈장학금 지원 대상자 확인 및 장학금 지원 보훈번호, 성명, 생년월일, 학과, 학년, 학기, 성적, 신청학점, 등록금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충북지방병무청 전자문서 년4회

학력조회 회신 채용 및 편입 관련 성명, 생년월일, 학과, 학위, 재학기간, 졸업일자등 고등교육법 제23조 교육기관 및 취업기관 전자문서 수시

국제협력처 외국인 입학생 명단 비자 발급 및 외국인 학생 관리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비자유형, 여권번호, 국적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 4, 동법 시행령 110조 출입국관리사무소 전자문서 년 6회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증명 보훈장학금 지원 대상자 확인 및 장학금 지원 보훈번호, 성명, 생년월일, 학과, 학년, 학기, 성적, 신청학점, 등록금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충북북부보훈지청 전자문서 년 2회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성명, 주민번호, 학번, 학과, 학적, 학년, 성적, 수납은행, 계좌번호, 등록금, 장학금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이하‘재단법’) 제36조의2 한국장학재단 전용 프로그램 년 2회

외부장학금 지원 외부장학금 지원 성명, 학과, 학번, 주민번호, 학년, 성적, 등록금액, 장학금수혜내역 외부장학재단 또는 지자체 요청 장학재단, 지자체 전자문서 요청시

외부기관 학자금대출 지원 학자금대출 지원 성명, 학과, 학번, 주민번호, 학년, 등록금액, 장학금수혜내역 공무원연금공단 등 요청 공무원연금공단 등 전자문서 요청시

학생지원팀 학생증(체크카드) 발급 학생증(체크카드) 발급 성명, 학과, 학번, 주민번호 학생증 발급 업무협약 국민은행/국민카드 전용 프로그램 년 2회

등록금 납입내역 연말정산 자료 성명, 주민번호, 교육비 납입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7 국세청 전용 프로그램 년 1회

소득별 지급명세서(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

득, 기타소득)
소득자별 소득금액 및 원천세 보고 성명, 주민번호, 주소, 소득정보, 원천징수세액 등 소득세법 제160조의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세청 전용 프로그램 년 1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소득정보, 원천징수세액 등 소득세법 제160조의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세청 전용 프로그램 년 1회

연말정산 간소화 기부금 자료 제출 기부자 관리 성명, 주민번호, 기부내역, 기부일자, 기부금액 소득세법 제160조의 3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국세청 전용 프로그램 년 1회

도서관 석박사 학위수여자 리스트 및 학위논문 목록 입법 활동 지원 및 국민에 대한 봉사 등 성명, 학번, 학과, 학적, 학년 국회도서관법 제7조 제1항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문서 년 2회

취창업지원센터 졸업자 명단 취업통계 조사 학번, 성명, 성별, 주민번호, 연락처, 입학연월, 졸업연월 등 통계법 제24조, 개인정보보호법58조, 통계법 30조, 31조 등 한국교육개발원 전자문서 년 1회

정규직원 및 전임교원 명단 사학연금 관리 성명, 주민번호, 보수월액, 주소정근로시간 등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97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전용 프로그램
취득, 상실

신고 시

교직원, 계약직원, 비전임교원 명단 국민건강보험 관리 성명, 주민번호, 보수월액, 주소정근로시간 등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2조의2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용 프로그램
취득, 상실

신고 시

계약직원 및 비전임교원 명단 국민연금 관리 성명, 주민번호, 보수월액, 주소정근로시간 등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제6조 국민연금공단
전자문서, 전용

프로그램

취득, 상실

신고 시

계약직원 및 비전임교원 명단 고용보험 관리 성명, 주민번호, 보수월액, 주소정근로시간 등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조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전용 프로그램
취득, 상실

신고 시

계약직원 및 비전임교원 명단 산재보험 관리 성명, 주민번호, 보수월액, 주소정근로시간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근로복지공단 전용 프로그램
취득, 상실

신고 시

총무운영팀

학생복지팀

재무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목록

교무연구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