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취급 방침(The Privacy Policy)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Purpose of Privacy & Data Use Policy)
컨퍼런스 등록 시 수집한 개인정보는 <2020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 초청장 발송
및 홍보를 위한 용도로만 활용합니다.
The purpose of this privacy policy is only to send invitation and promote the Global Policy Trends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2020.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The information you provide to us)
1) 필수항목: 국가, 이름, 소속, 직책,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1) Essential Information: Country, First and Last Name, Organization, Position, Mobile and Email
Address
3. 개인정보 보유기간(Period of possession)
<2020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 행사 종료 후 1년
We will possess the information for one year, since the Global Policy Trends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2020 has been finished.
4. 수집 동의(Agreement of collection)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한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행사에 참여가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You have the right to reject the Privacy & Data Use Policy, but if you don't agree to collect essential
information, you cannot attend to the conference.
5.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Destru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
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After using your personal information, we will destroy your personal information.

- Process for destruction: After expired the period of using your personal information, we will destroy
directly. Also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will be not used for third-party and others.
- Method of Destroy: After expired the period of using your personal information, we will destroy
the collected information via a technical method. It will be not used and recovered data, again.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Safety of collation personal information)
-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
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
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We provide regular training for the staff, who manage the data of the personal information.
- We operate the technical system to manage and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gainst outside
attack.
- We will possess the record of access logs into the information system, more than 6 months.
7.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Use of Cookies and Other
Tracking Technologies)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는 정보주체의 기본 설정정보를 보관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
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가입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
되기도 합니다.
- 정보주체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주체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
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정보주체가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

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The Site uses a variety of technical methods for tracking purposes, including cookies. A cookie is
a small text file written to a user's hard drive that contains the 'User ID'. Cookies record those areas
of the website that have been visited by the computer in question, and for how long.
- The use of cookies and tracking technologies is now widespread by websites in order to track
traffic flows.
- We use cookies and other tracking technologies to enable us to offer certain time-saving features
to our users, such as one-time log-in, and pre-populating name and address fields. If a user sets
up their browser to reject cookies or other tracking technologies, he or she may still use the websites,
although functionality will be impaired.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Contact Us)
- 담당자: 2020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 사무국
- 이메일: 4thirconference@gmail.com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is privacy policy, please contact us at:
- The secretariat of Global Policy Trends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2020
- 4thirconference@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