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개인정보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보호보호보호    및및및및    사사사사용용용용    안내안내안내안내    
 
괴테-인스티투트(이하 “GI”)는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개인관련정보가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목적으로 수집, 처리, 사용되는지 귀하에게 안내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1.1.1.1.    본본본본    개인정보개인정보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보호보호보호    안내안내안내안내서의서의서의서의    해당해당해당해당    대상대상대상대상    및및및및    책임책임책임책임    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본 개인정보 보호안내서는 GI 웹사이트를 통한 강좌 및 시험 등록 그리고 강좌 및 시험의 실행 
자체와 관련된 귀하의 개인정보(이하 “정보”)의 수집, 처리 및 사용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책임 소재지는 뮌헨에 소재한 괴테-인스티투트(다하우어 슈트라세 122, 
80637 뮌헨)입니다. 본 정보 보호 안내서 또는 정보 보호에 대하여 전반적인 문의 또는 상담을 
원하실 경우, 귀하가 등록하였던 해당 인스티투트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2.2.2.2.    귀하의귀하의귀하의귀하의    정보정보정보정보    사용사용사용사용    
 
귀하는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일반 정보와 같은 서비스는 로그인 없이 또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개인정보도 수집, 처리 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강좌 또는 시험에 대한 신청을 원하는 경우, 귀하는 신청 시 다양한 개인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과 관련된 필수기재사항은 우리가 강좌 또는 시험의 예약을 위해 
부득이하게 필요로 하는 정보입니다. 그밖의 사항은 귀하의 선택에 따라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에 대한 추후 사용은 웹사이트를 통한 등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리고 다음 동의서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또한 귀하의 개인정보를 
오직 이 동의서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그리고 이 동의서에 명시된 범주에 속하는 수령자에게 
전달합니다. 
 
기술상의 이유로 예를 들어 귀하의 IP 주소, 레퍼러와 같은 기타 개인정보가 우리에게 
전송됩니다. 물론 우리는 귀하의 컴퓨터 또는 브라우저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 정보를 
오직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3333....    쿠키에쿠키에쿠키에쿠키에    대한대한대한대한    보충안내보충안내보충안내보충안내    
 
쿠키는 귀하가 반복 방문 시 귀하가 원하는 경우, 자동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귀하가 한 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로 



변경 시 귀하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귀하가 귀하의 브라우저에서 쿠키 
기능을 거부했을 경우, 귀하는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개인별 서비스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자동 로그인은 불가능합니다. 
 
4444....    거부거부거부거부    
 
귀하는 시장조사 그리고 홍보 및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귀하의 개인정보 사용을 상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귀하는 귀하의 관할 괴테-인스티투트 spr@seoul.goethe.org로 
해당 내용을 기술한 전자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개인정보개인정보개인정보    사용사용사용사용    동의서동의서동의서동의서    
 
이로써 본인은 괴테-인스티투트가 본인의 등록을 통해 공개되는 그리고 본인과 체결하는 
앞으로의 계약 이행에 있어 축적되는 개인정보(이하 “정보”)를 독일/뮌헨 소재 괴테-
인스티투트의 중앙 고객데이터베이스(이하 “본부”)에 저장의 목적으로 전송하며 그곳에서 이 
정보를 본인의 임의의 기타 기존 정보와 통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밖에도 괴테-인스티투트와 본부에 저장된 본인의 정보가 계약 이행의 목적뿐만 아니라 
시장조사 그리고 홍보 및 마케팅을 목적으로 괴테-인스티투트 제공서비스와 관련하여 특히 
본인에게 본인이 기재한 주소 및 연락처로 괴테-인스티투트의 신규강좌 안내와 같은 홍보물 
또는 질문지(이하 “알림”) 등의 발송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알림 발송은 우편, 전화, 팩스, 전자메일 그리고/또는 단문메시지서비스(SMS)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밖에 대체증명서 발급 및 진위여부 검사를 목적으로 본인이 수험한 시험에 대한 해당 
자료는 본부로 전송되어 그곳 중앙 시험기록보관소에 (최소 10 년 간) 저장, 사용이 
허용됩니다. 이때 배우자 동반체류를 위한 독일어능력시험에 한하여, 본부는 독일 관청의 
문의에 따라 본인이 해당 관청에 제출한 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정보는 정보와 관련한 합당한 오용 의혹이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괴테-
인스티투트에 의하여 상기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제 3 자에게 전달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은 시장조사 그리고 홍보 및 마케팅의 목적으로 본인의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상시 거부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