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이용, 공유 동의서

Smith & Nephew 주식회사(이하 “회사”) 귀중

1.

본인은 회사가 아래와 같이 제공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수집 및 이용의 목적

(1)



회사가 귀하와 고용 계약을 맺거나 고용 관계를 수립



국내외 모집 활동에서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



본 웹사이트 이용자로서 귀하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

수집 및 이용되는 정보, 미동의 시 불이익

(2)

A)

필수 정보 범주(※ 본 정보는 모집 과정에 필수적인 정보로, 미동의 시 귀하의 고용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명, 이메일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국가, 국제전화 나라번호, 의료전문가인 가족, 친인



척 및 지인, 현재 Smith & Nephew 에 다니는 가족, 친인척 및 지인, (혈연이나 입양 또는 혼인
으로 성립된) Smith & Nephew 직원과의 인적 관계 신고, Smith & Nephew와의 이전 고용 관계,
계약상 경쟁 금지 의무, 한국에서의 근로 적격성
B)

선택 정보 범주(※ 본 정보는 선택 정보로서 정보 제공 미동의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
나 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회사는 모집 과정에서 본 정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 및 미관련 기술, 이력서, 우편 주소

유지 및 이용 기간

(3)

회사는 획득한 정보의 합법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법으로 허용된 기간 이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저
장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고용 과정 종료 후에 HR 데이터베이스 운영과 잠재적 채용에 대비하여 귀
하의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귀하의 개인정보는 지원일로부터 삼(3) 년 이내
에 삭제되며, 관계법에 규정된 유지 기간이 그보다 길거나 짧을 경우, 규정된 유지 기간의 만료 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이 달성되거나 본 조항에 규정된 유지 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자 요청
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됩니다. 그러나 다음 정보는 하기에 명시된 기간 동안 하기에 명
시된 이유로 보존됩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정보 보존>
-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적 동의 또는 구독 철회에 관한 기록: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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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및 물품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3년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5년

-

통신비밀보호법에 정의된 접근 로그 기록: 3개월

회사가 귀하를 고용할 경우, 귀하가 온라인 지원을 통해 제출한 개인정보 및 지원 과정에서 회사가
수집한 정보는 귀하의 개인 파일로 귀속되며, 고용 관계의 실행 및 관련 신고, 기록 보관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귀하의 고용 기간 동안 본 정보를 유지하며 고용 기간 이후에는 관계법
으로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만큼 본 정보를 유지합니다.
■ 본인은 회사가 위와 같이 제공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필수 정보 범주(동의 ☐ 미동의 ☐)
- 선택 정보 범주(동의 ☐ 미동의 ☐)

2.

본인은 회사가 아래와 같이 제공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1)

제3자 수신자 및 이용 목적


제3자 수신자

제공된 정보 이용의 목적

Smith & Nephew 계열사

귀하가 지원하는 직책에 대한 모집 및 전
세계에 분포하는 Smith & Nephew 직책에
대하여 귀하와 당사에 적절한 선택사항을
제공

HireRight

입사 후보자 신원 조회

Gartner

입사 후보자 시험 평가 도구 제공

Workday

온라인 지원 플랫폼 제공
(※ 회사가 공유하는 정보는 관계법에 의해 공유가 요구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됩니다.)

(2)

공유 대상 개인정보
A)

필수 정보 범주(※ 본 정보는 모집 과정에 필수적인 정보로, 미동의 시 귀하의 고용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명, 이메일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국가, 국제전화 나라번호, 의료전문가인 가족, 친인
척 및 지인, Smith & Nephew와의 이전 고용 관계, 계약상 경쟁 금지 의무, 한국에서의 근로 적
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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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ML1]: S&N 계열사 목록이 게시된 웹페
이지 링크 삽입

B)

선택 정보 범주(※ 본 정보는 선택 정보로서 정보 제공 미동의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
나 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회사는 모집 과정에서 본 정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본 문서에 첨부된 별지를 참조하십시오.)


(3)

직무 관련 및 미관련 기술, 이력서

변경


귀하는 회사 인트라넷 등을 통해, 또는 HR 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시 상기 제3자 수신자, 이용
목적, 공유 대상 개인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기 정보가 변경될 경
우, 회사는 그와 같이 변경된 정보를 인트라넷에 게시합니다.

(4)

제3자 수신자의 유지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는 공유일부터 귀하의 동의 철회일 또는 관련 공유 목적의 달성일까지 유지 및 이용
됩니다. 그러나 귀하가 동의를 철회하거나 관련 공유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법적 의무 이행에
필요한 만큼만 개인정보가 유지 및 이용됩니다.

■

본인은 회사가 위와 같이 제공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 필수 정보 범주(동의 ☐ 미동의 ☐)
- 선택 정보 범주(동의 ☐ 미동의 ☐)

※

본인은 본 문서의 내용을 이해하며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공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받았습니다.

※

본인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회사에 제공해야 할 경우, (i) 제공 대상인 필수 개인정보 범주에 대해 해당 제3
자에게 적절히 설명을 하였거나, (ii) 그와 같은 제3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연/월/일]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정자체)

Smith & Nephew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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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제 3 자(국외/국내)와의 개인정보 공유

1.

Smith & Nephew 계열사
공유 대상 개인정보

성명, 이메일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국가, 국제전화 나
라번호, 의료전문가인 가족, 친인척 및 지인, 현재 Smith &
Nephew에 다니는 가족, 친인척 및 지인, (혈연이나 입양 또는
혼인으로 성립된) Smith & Nephew 직원과의 인적 관계 신고,
Smith & Nephew와의 이전 고용 관계, 계약상 경쟁 금지 의무,
한국에서의 근로 적격성, 직무 관련 및 미관련 기술, 이력서,
우편 주소

제3자 수신자의 이용 목적

귀하가 지원하는 직책에 대한 모집 및 전 세계에 분포하는
Smith & Nephew 직책에 대하여 귀하와 당사에 적절한 선택사
항을 제공

제3자 수신자의 유지 및 이용

삼(3) 년

기간

2.

수신자의 위치(국가)

계열사 목록 참고

이전 발효일

지원 시

이전 방법

전자적 이전

정보 관리자

Gerard Geneen: privacyenquiries@smith-nephew.com

HireRight
공유 대상 개인정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운전면허번호

제3자 수신자의 이용 목적

개인식별정보, 개인민감정보 및 신원 조회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에만 해당

제3자 수신자의 유지 및 이용

HireRight은 국법(미국) 또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데이터를 생

기간

산 환경에서 1년 간 보존하고 아카이브에서 6년 간 보존합니
다. 모든 백업 테이프는 AES256으로 암호화 처리됩니다.
HireRight은 국법(유럽, 중동, 아프리카) 또는 고객의 요구에 따
라 데이터를 생산 환경에서 6개월 간 보존하고 아카이브에서
6개월 간 보존합니다. 모든 백업 테이프는 AES256으로 암호화
처리됩니다.

수신자의 위치(국가)

미국 내 위치: 미국,
현 데이터센터:
생산 - 내슈빌: 법인 소유지,
재난 복구 - 덴버: CenturyLink와의 공동입지,
향후 데이터센터(이전 10월 19일 – 10월 21일):
생산 - 라스베이거스: Switch와의 공동입지,
재난 복구 - 리노: Switch와의 공동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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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내 위치: 영국,
생산 DC:
Global Switch
East India Dock House
240 East India Dock Road
London E14 9YY, United Kingdom,
재난 복구 DC:
Digital Realty
21, Goldsworth Park Trading Estate, Kestrel Way, Woking GU21
3BA,
이전 발효일

지원 시

이전 방법

HireRight는 AES256으로 암호화 처리된 데이터를 지원자 포털
을 통해 HTTPS/TLS 1.2를 거쳐 수신합니다.

정보 관리자

Syed Naqvi,
정보보안책임자,
syed.naqvi@hireright.com,

3.

Gartner
공유 대상 개인정보

성명, 이메일 주소, 성별, 국가

제3자 수신자의 이용 목적

입사 후보자 시험 평가 도구 제공

제3자 수신자의 유지 및 이용

계정 미활동 시점으로부터 육(6) 개월

기간

4.

수신자의 위치(국가)

미국

이전 발효일

지원 시

이전 방법

전자적 이전

정보 관리자

해당 없음

Workday
공유 대상 개인정보

성명, 이메일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국가, 국제전화 나
라번호, 의료전문가인 가족, 친인척 및 지인, 현재 Smith &
Nephew에 다니는 가족, 친인척 및 지인, (혈연이나 입양 또는
혼인으로 성립된) Smith & Nephew 직원과의 인적 관계 신고,
Smith & Nephew와의 이전 고용 관계, 계약상 경쟁 금지 의무,
한국에서의 근로 적격성, 직무 관련 및 미관련 기술, 이력서,
우편 주소

제3자 수신자의 이용 목적

온라인 지원 플랫폼 제공

제3자 수신자의 유지 및 이용

계정 미활동 시점으로부터 육(6) 개월

기간
수신자의 위치(국가)

미국

이전 발효일

지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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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방법

전자적 이전

정보 관리자

Smith & Nephew 연락처: privacyenquiries@smith-neph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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