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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desk 지원자 개인정보보호 정책 

Autodesk는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본 지원자 개인정보보호 정책에서는 
Autodesk, Inc. 및 해당 직무와 관련된 Autodesk 현지 계열사(‘당사’, ‘Autodesk’)가 직무 지원자와 
후보 물망에 오른 지원자(“귀하”)에 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방식과 Autodesk가 개인 
정보를 사용하고 보호하는 방식, 그리고 개인 정보와 관련된 귀하의 권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특히, 본 지원자 개인정보보호 정책에서는 Autodesk 온라인 채용 플랫폼과 직원 채용 페이지(“채용 
시스템”)를 통해 직무 지원자에게서 직접 얻은 정보와 타 기관, 리크루터, 직업 검색 사이트, 취업 
박람회, 채용 행사, 채용 플랫폼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포함하여 내외부의 직무 지원자에 관한 개인 
정보의 처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본 정책에서는 향후 Autodesk 채용 기회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는 것에 관심을 표명했던 지원자의 개인 정보 처리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Autodesk가 수집하는 개인 정보 

귀하에게서 직접 수집하는 데이터 

당사는 다음과 같은 귀하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a) 채용 시스템을 위한 성명, 그리고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고용지원 시스템의  
사용자 아이디 및 패스워드 등의 식별정보 

(b) 귀하의 이력서나 CV, 경력기술서 및 지원 또는 채용 절차 중에 제출한  문서 및 기타 관련 
정보 등의 직무 또는 고용 관련 정보 

(c) 학력 등의 교육 정보 
(d) 개인 정보 수집이 현지법에 의해 허용되는 다양성 모니터링을 위한 보호 분류(예: 인종, 
민족, 성별, 참전 여부 및/또는 장애), 시민권 또는 이민 정보(예: 노동권 증명 용도)  

(e) 그 밖에 지원 또는 면접과 관련하여 귀하가 자발적으로 제출하기로 선택하는 정보 

Autodesk가 수집하는 다른 출처의 정보 

당사는 다른 출처에서 다음과 같은 귀하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a) 귀하의 전과를 포함하여 신원 조사 등 개인 정보 수집이 현지법에 의해 허용되는 다양성 
모니터링을 위한 보호 분류 

(b) 학력 등의 교육 정보 
(c) 채용 심사 기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명부 또는 데이터베이스, 이전 고용자 및/또는 
교육 기관(해당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등을 통해 얻은 근무 경력, 추천인, 다른 
Autodesk 직원, 고객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이전 고용자로부터 얻은 귀하의 고과 
또는 행동 관련 정보 등의 직무 또는 고용 관련 정보  

(d) 지원과 관련하여 귀하가 자발적으로 제출하기로 선택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LinkedIn 또는 기타 직업 검색 플랫폼 포함)에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예: LinkedIn을 통해 지원하는 경우). 

전과를 포함한 위 정보 중 일부는 해당 법률에 따라 “민감한” 데이터나 “특별한” 데이터로서 더욱 
엄격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본 지원자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기술된 목적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며 법률상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의 처리에 대해 귀하의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Autodesk가 수집한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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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귀하의 개인 정보를 특정의 필수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수집하고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 정보를 사용합니다.  

• 채용 시스템, 직무 지원 및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 관리 및 
개선할 목적 

• Autodesk, 직무 기회, 지원 또는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 귀하가 표명한 관심과 
관련하여 귀하와 커뮤니케이션할 목적 

• 추천인 확인,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정보(예: LinkedIn 또는 기타 직업 검색 
플랫폼의 정보) 및 신원 조회(해당하는 경우) 등을 통해 귀하의 정보를 확인할 목적  

• 귀하가 동의할 경우, 귀하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Autodesk 그룹사 내의 다른 직위에 
대한 정보를 전송할 목적  

• 당사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규제 기관 및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할 
목적(예컨대, Autodesk는 국가 안전 또는 사법 기관 요구 사항 등을 충족하기 위해 
공공 기관의 요청에 따라 개인 정보를 공개해야 할 수 있음) 

일부 국가에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당사가 귀하의 개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근거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귀하의 개인 정보 처리에 대한당사의 법적 근거는 
귀하와 맺은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거나, 귀하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단계를 밟거나, 당사의 법적 
의무를 준수하거나, 귀하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인적 자원 관리 및 고용 관련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당사의 합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보호 또는 기타 
기본권 및 자유가 당사의 합법적인 이익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보호 조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지 법률에 따라, 당사가 귀하에 관한 특정 개인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귀하가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당사의 법적 의무 이행이 방해를 받거나 지연될 수 있으므로 당사가 귀하를 
고용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귀하에게 귀하의 개인 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요청할 
경우 귀하는 본 지원자 개인정보보호 정책 끝 부분에 나와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당사에 언제든지 
연락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Autodesk가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  

당사는 다음과 같은 제한된 상황에서 귀하의 개인 정보를 다른 관계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채용, 인적 자원 관리 및 내부 보고 목적으로 Autodesk 그룹사에 속하는 다른 회사와 
귀하의 개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당사를 위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업체 및 비즈니스 파트너와 귀하의 
개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는 채용 플랫폼을 호스팅하고 성능 개선을 
위해 데이터를 분석하는 다른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법적 또는 규제 의무를 준수하거나 당사의 권리, 귀하의 권리 또는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집행기관, 법원, 규제 기관, 세무 당국, 정부 기관 또는 기타 
제3자와 귀하의 개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상 필요한 경우 Autodesk는 해당 수신자와 귀하의 개인 정보를 공유하기 전 추가 정보를 
공개하고/공개하거나 귀하의 동의를 요청할 것입니다. Autodesk 계열사 목록을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직무 지원자 및 후보 물망에 오른 지원자의 개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기타 제3자에 

https://www.autodesk.com/company/contact-us/office-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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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본 지원자 개인정보보호 정책 마지막 부분의 상세한 정보를 통해 당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귀하의 개인 정보에 액세스하고 이 정보를 업데이트, 다운로드 및 
삭제하는 방법 

귀하는 관련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 정보에 관한 특정한 권리를 보유할 수 있으며, 그러한 권리에는 
귀하의 개인 정보에 액세스할 권리, 이 정보를 업데이트 및 삭제할 권리, 이 정보에 관한 사본을 
수신할 권리 또는 당사가 귀하의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권리, 정보 이동성 권리 및 일부 
지역에서는 귀하의 개인 정보 처리를 규제하는 규정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당사가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데 귀하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 귀하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하여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권리에 대한 자격을 확인하거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dataprivacy.requests.team@autodesk.com을 통해 당사에 연락해 주십시오. 

당사는 귀하의 요청을 이행하기 위해 귀하에게서 추가 정보를 수집해야 할 경우 귀하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귀하가 귀하의 개인 정보 권리와 관련하여 당사에 연락할 경우 당사는 귀하의 요청을 
이행하기 전에 귀하에게 신원 확인을 요청할 것입니다. 당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기 방지와 같은 
법적 및 내부 비즈니스 목적으로 귀하에 관한 특정 정보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귀하에 관한 자동화된 의사 결정 
일반적으로, 당사는 EU 일반 정보 보호 규정 내에 정의된 대로 자동화된 의사 결정 또는 
프로파일링만을 토대로 채용 또는 고용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자동화된 의사 
결정에만 의존하기로 한 당사의 선택이 귀하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귀하가 
프로파일링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경우 당사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보호 조치를 
적용할 것입니다. 

Autodesk가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방식  
 
당사는 합리적인 물리적, 행정적 및 기술적 통제 수단을 조합하여 무단 액세스 또는 악의적인 
행동으로부터 귀하의 정보를 보호합니다. 당사의 보안 관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Trust Center 
(https://www.autodesk.com/trust/overview)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당사는 배정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Autodesk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 또는 개선하기 위해 귀하의 개인 
정보를 알아야 할 Autodesk의 직원, 도급업체 및 대리인만 귀하의 개인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Autodesk의 보관 및 보존 관행 
 
당사는 귀하의 개인 정보와 내용을 당사 서버와 당사 서비스 제공업체의 서버에 보관합니다. 당사와 
당사의 서비스 제공업체는 전 세계에서 서버를 유지 관리하므로, 귀하의 개인 정보는 국외로 이전될 
수 있으며 수집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가 지원한 직위가 충원될 때까지 귀하의 개인 정보를 보존할 것이며, 그 이후에는 법적 
의무의 준수 기간 동안 귀하의 개인 정보를 보존할 것입니다.  당사는 귀하의 개인 정보가 이러한 
목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귀하의 개인 정보를 삭제할 것입니다. 기술적인 이유로 당사 
시스템에서 완전하게 삭제할 수 없는 정보가 있을 경우 당사는 해당 개인 정보의 추가적인 처리 또는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mailto:dataprivacy.requests.team@autodesk.com
mailto:dataprivacy.requests.team@autodesk.com
https://www.autodesk.com/trust/overview


 

 
지원자 개인정보보호 정책  페이지 4 / 5 
 

Autodesk가 개인 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지 여부  

Autodesk는 글로벌 기업이므로 개인 정보를, 해당 정보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다른 국가로 
이전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데이터가 EEA(유럽 경제 지역), 스위스 또는 영국에 있는 당사의 
기관에서 미국 또는 개인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유럽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EEA 외부의 국가로 이전될 경우, 당사는 해당 이전에 대해 표준 계약 조항의 법적 
메커니즘을 적용합니다.  

Autodesk는 유럽연합과 스위스에서 미국으로 이전된 데이터의 수집, 사용 및 유지에 관해 미국 
상무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EU-미국 개인정보보호쉴드 프레임워크 및 스위스-미국 
개인정보보호쉴드 프레임워크를 준수합니다. Autodesk는 미국 상무부에서 개인정보보호쉴드 
원칙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 받았습니다. 본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개인정보보호쉴드 원칙의 약관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쉴드 원칙이 우선합니다. 개인정보보호쉴드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정보와 당사의 인증은https://www.privacyshield.go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쉴드 원칙에 따라 Autodesk는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사용에 대한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당사의 개인정보보호쉴드 정책에 관해 문의 또는 불만 사항이 있는 EU 및 
스위스의 개인은 우선 privacy.help@autodesk.com으로 당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또한 Autodesk는 고용 관계 측면에서 EU 및 스위스에서 이전된 인적 자원 데이터에 관한 미해결 
개인정보보호쉴드 불만 사항에 대해 데이터 보호 기관(DPA) 및 스위스 연방 데이터 보호 및 정보 
위원회(FDPIC)에서 설립한 패널과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이전을 포함하여 Autodesk의 개인 정보 수집, 사용 및 유지에 관해 문의 또는 불만 사항이 
있는 영국의 개인은 privacy.help@autodesk.com으로 당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또한 영국의 개인은 
정보 위원회 사무실에 불만 사항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법률상 필요한 경우 당사는 그러한 국제적 이전과 관련하여 귀하의 사전 동의를 얻을 것입니다. 
직무 지원자 및 후보 물망에 오른 지원자의 개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국제 수신자 목록을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지원자 개인정보보호 정책 변경 및 연락처 정보 
 
귀하의 개인 정보가 사용된 방식에 관해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위에 명시된 경로 또는 
dataprivacy.requests.team@autodesk.com을 통해 당사에 연락해 주십시오. 
DPO@autodesk.com으로 당사의 정보 보호 책임자에게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mailto: 

당사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귀하가 제기하는 어떠한 불만 또는 우려 사항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귀하가 귀하의 불만 또는 우려 사항에 
대한 당사의 대응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거주 중인 국가의 정보 보호 기관에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수시로 본 지원자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본 
지원자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내용을 중대하게 변경할 경우 당사는 그러한 변경 사항에 대해 
귀하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https://nam1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privacyshield.gov%2F&data=05%7C01%7Ciryna.barash%40autodesk.com%7C6dbae70407dd4196df2308da432c65f8%7C67bff79e7f914433a8e5c9252d2ddc1d%7C0%7C0%7C637896155205448511%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2F%2FAz5DHBmQhbp1MVvJyegb1uXzSI3IlRC0aWtHEiLC4%3D&reserved=0
mailto:privacy.help@autodesk.com
mailto:privacy.help@autodesk.com
https://www.autodesk.com/company/contact-us/office-locations
mailto:dataprivacy.requests.team@autodesk.com
mailto:DPO@autodesk.com
mail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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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desk의 개인정보보호 관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Autodesk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참조해 주십시오. 
 
202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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