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sch Group 지원자 관리 프로세스에 관한 개인 정보 보호 정책

우리 팀에 지원하심을 환영합니다.
현 공고에서는 Bosch Group 의 지원자 관리 프로세스 속 개인 정보 보호가 이루어지는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또한,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른 귀하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 정보란,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청구서 데이터 및 신원 정보와 같은 식별되거나 식별 가능한 자연인을 지칭하는 모든
정보를 뜻합니다.
귀하께서 지원자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신 개인 정보는 서류 검토 및 Bosch Group 내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법인에서 처리됩니다.
Bosch Group 에서는 HR 부서의 여러 직원들 및 관련 매니저분들이 공석을 채우는 과정에 참여하며, 필요
시 관련 부서의 직원들 또한 채용 프로세스에 포함됩니다. 해당 당사자들은 Bosch Group 내의 각자 다른
회사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하의 정보는 전세계에 있는 Bosch Group 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Bosch 는 귀하의 개인 정보를 존중합니다
귀하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Bosch 내의 모든 비즈니스 데이터의 보안을 보장하는 것은 당사의 매우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Bosch 는 비즈니스 절차에서 항상 이러한 우려를 고려합니다. 귀하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수집 된 개인 정보는 법 규정에 따라 기밀로 취급됩니다.
개인 정보 보호와 정보 보안은 Bosch 기업 정책의 핵심 요소입니다.

정보 관리자 및 정보 보안 담당자의 연락처
귀하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Bosch Group 법인체는 귀하의 정보를 처리 할 책임이 있습니다. Bosch 법인의
연락처는 부록 1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Bosch 그룹의 정보 보안 담당자, Matthias Goebel 님의 연락처입니다.
(기업 개인 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Mr. Matthias Goebel
Group Data Privacy Officer
Information Security and Data Privacy, Robert Bosch Group (C/ISP)
Robert Bosch GmbH
P.O. Box: 30 02 20
70442 Stuttgart GERMANY

또는
메일주소: Abteilungsbriefkasten.cisp@de.bosch.com

귀하의 권리를 주장 및 데이터 개인 정보 침해 와 관련된 사건을 알리려면 다음 링크를 사용하세요:
https://www.bkms-system.net/bosch-datenschutz

채용 포털에 올라온 공고 지원하기
Bosch 에 지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당사의 채용 포털에 게시된 포지션에 직접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귀하의 지원서는 내부 프로세스에 따라 평가됩니다.
종이 신청서의 경우, 신청자 관리 시스템에 수동으로 입력된 다음 귀하에게 반송되거나 파기됩니다.
수동으로 시스템에 입력 시 지원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귀하에게 관련 메일이 전송됩니다. 만일 30 일
이내에 지원서를 활성화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정보는 지원자 관리 시스템으로부터 삭제되며, 귀하는
채용과정에서 제외됩니다.
또는, 개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Bosch 그룹의 동료를 통해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이력서를 동료에게 전달하여, 동료를 통해 지원자 관리 시스템에 이력서를 업로드합니다. 추후 지원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메일이 발송될 것입니다. 만일 30 일동안 지원서를 활성화시키지 않는다면, 귀하의
정보를 지원자 관리 시스템에서 삭제될 것이며 귀하는 채용과정에서 제외됩니다. 만일 Bosch 그룹의
동료가 귀하를 추천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동료의 경우 귀하의 전반적인 진행 단계는 확인할 수
있지만, 진행상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볼 수 없습니다.

당사는 귀하의 진행 단계를 메일로 계속 업데이트해드립니다. 신청 프로세스 중 언제든지 데이터를
편집하거나 신청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SmartRecruiters 웹 사이트에서 생성할 수
있는 SmartRecruiters 프로필이 필요합니다.
채용 과정 중 메일을 통해 귀하께서 관심가질만한 다른 공고들이 전달될 것입니다. 만일 적합하다면,
귀하께 Bosch 지원자 커뮤니티 멤버십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Bosch 지원자 커뮤니티 내의 멤버십
Bosch 지원자 커뮤니티에 초대된다면 Bosch Group 의 모든 HR 부서에 개인 정보를 게시 할 수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에 대한 초대는 수락하거나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할 경우, 미래의 공석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공석에 귀하의 개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으로서 HR 관리자에게
직접 연락 할 수 있는 옵션이 생기며, 모집과 관련한 마케팅 정보와 이벤트 초대장을 받게 됩니다. 언제든지
Bosch 지원자 커뮤니티에서 귀하의 프로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처리되는 정보 카테고리
- 마스터 데이터 (예: 이름, 생년월일, 국적, 거주지)
- 문서 (예: 참고 문헌, 인증서, 이력서)
- 여행 경비 청구서 (예: 은행 계좌 세부 정보)
- 통신 데이터 (예: 이메일 주소, 전화 번호 및 휴대폰 번호, 사용자 ID, 오디오 및 필름 녹음)
- IT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안 기록된 로그 데이터
-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웹사이트 방문자의 기본 설정을 추적하고 웹사이트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해 쿠키 및 능동적 구성
요소 (예: JavaScript)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회사는 사용자가 쿠키 사용을 제어하도록 허용하며,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아래의 웹사이트 기능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쿠키의 사용 목적: 웹사이트의 기능 작동, 사용성과 성능 및 디자인 개선, 사용자가 설정한 이용 방식의
지속적 적용, 사용자 데이터 익명화
쿠키의 설치 운영 및 거부: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건강 정보와 같은 특수 범주의 개인 정보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정보의 출처
일반적으로 귀하의 개인 정보는 지원과정에서 귀하로부터 직접 수집됩니다.
특별히 민감한 포지션에 신청할 경우, 귀하의 지원서 및 배경에 대한 추가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점검의 결과는 지원자 관리 시스템에 저장됩니다. 이러한 배경 조사가 필요한 경우, 채용공고에
명확하게 명시됩니다. 추가적인 점검은 현지 법규에 따라 수행되며, 해당 목적을 위해 엄선된 서비스 제공
업체만을 사용합니다.
Junior Manager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는 오디오 및 비디오 녹음의 제출을 수반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채용공고에 명확하게 기술 될 것입니다. 현 절차는 현지 법규에 따라 수행되며, 해당
목적을 위해 엄선된 서비스 제공 업체만을 사용됩니다.

채용에 따른 정보 이전
해당 포지션에 귀하가 채용되는 경우, 귀하의 정보는 지원자 관리 시스템에서 HR 관리 시스템으로
이전되며, 이 시스템에서 직원 정보로 저장되고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법적 근거
당사와 당사가 선정한 외부 서비스 업체들은 귀하의 개인 정보를 EU 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 (GDPR),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국가 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특히, 귀하의 정보는 Bosch Group 의 법인체와의
고용 관계를 준비하기 위해 지원자 관리 프로세스 중에 처리됩니다.

현 목적을 위한 주요 법적 근거는 GDPR 제 6 조 1 (b). (“계약을 체결하기 전 정보의 주체 (신청자) 의 요청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 위해). 다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GDPR 제 6 조 para. 1 (a) (동의) : 예. 지원자 관리 시스템의 일환으로 Bosch 지원자 커뮤니티
- GDPR 제 6 조 para. 1 (f) (정당한 이해 관계) : 예. HR 평가 (통제, 분석 보고)

특수 범주의 정보
GDPR 9 조 1 (예: 건강 관련 정보)와 같은 특수 범주의 개인 정보가 처리되는 경우, GDPR 9 조 2(b). 를
기반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GDPR 9 조 2(h)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귀하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이러한
정보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공개
채용 절차와 관련된 사람들만이 귀하가 지원한 Bosch Group 의 법인 내에서 귀하의 개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공석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귀하의 정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귀하께 메일로 전송될 것이며, 새로운 지원이 활성화되려면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당사는 당사 또는 제 3 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경우 또는 귀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귀하의 개인
데이터가 다른 정보 관리자에게 공개됩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에 대한 세부 정보는 "처리 및 법적
근거"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osch Group 의 다른 법인체도 제 3 자로 정의 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이해 관계를 기반으로 제 3 자에게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설명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당사는 계약 및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제공 업체의 서비스를
사용합니다(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이러한 계약자 및 서비스 공급자 목록은 "계약자 및 서비스 공급자
(데이터 프로세서,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사)"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 의무 또는 법정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는 Bosch Group 외부의 다른 수신자에게 귀하의 개인
정보를 공개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업체와 서비스 제공 업체 (데이터 처리자,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사)
귀하의 개인 정보가 철저한 관리되며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당사는 서비스 제공 업체를 신중하게
선택하며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당사는 모든 서비스 제공 업체가 기밀을 준수하고 법규를
준수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Bosch Group 의 다른 법인도 서비스 제공 업체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위탁 계약 체결 시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테이블은 당사와 비즈니스 관계를 맺은 계약 업체와 서비스 업체들입니다: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회사

개인정보 처리 사항

RB GmbH

보쉬 근로자 및 외부의 입사지원자의 채용 관리를 위해
전 세계 보쉬의 통합된 IT 서비스 제공
(채용관리를 위한 IT 솔루션의 개발, 운영, 권한부여,
기술지원 및 개발)

개인정보를 재위탁 받는 회사

개인정보 처리 사항

SmartRecruiters GmbH

상기 언급된 절차를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 (Software as a

Dircksenstrasse 47

Service) 제공 및 지속적 개발

10178 Berlin, Germany

제공된 개인 정보 처리

SmartRecruiters SP. Z o.o.
Fabryczna 20, 31-553 Kraków, Poland SmartRecruiters Inc.
225 Bush Street, San Francisco, CA 94104, USA
Viasto GmbH

비디오 면접 및 생성과 관련된 개인 정보의 처리

Badstr. 20, 13357 Berlin
Deutschland
Signum GmbH

배경 조사와 관련한 개인 정보의 처리

Rungestrasse 19
10179 Berlin, Germany
Amazon Web Services Inc.

클라우드 플랫폼 (Platform as a Service)를 위한 기술 인프라

10 Terry Avenue

제공 및 운영

North Seattle, WA 98109-5210, USA
SendGrid Inc.

BOSCH 와 지원자 사이의 메일 커뮤니케이션 처리

1801 California Street
Suite 500
Denver, Colorado 80202, USA
Text Kernel BV

이력서 분석 응용 프로그램의 제공, 운영 및 지속적인 개발

Nieuwendammerkade 28A17
Amsterdam, Noord-Holland 1022 AB
The Netherlands
I.K. Hofmann Projektmanagement GmbH
Lina-Ammon-Str. 19
90471 Nürnberg

비디오 인터뷰 / 선정 과정과 관련한 개인 정보 처리

European Economic Area 밖의 수신자
당사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EU Commission)가 문제의 제 3 국이 적절한 수준의 정보보안을 보유하고
있거나 기타 적절한 정보보안 보장 (예: 정보 보안 또는 표준 EU 계약 조항에 대한 회사 규정 준수) 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었을 시에만 귀하의 개인 데이터를 유럽 경제 지역 (EEA) 외부의 계약 업체, 서비스 제공
업체 또는 그룹 내 회사들에 공개합니다.
요청이 있을 시, 당사는 적절한 수준의 정보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제 3 국의 수령인 목록과 함께 구체적으로
합의된 규정 사본을 제공할 것입니다. 현 목적을 위한 세부적인 연락 정보는 상단의 ‘정보 관리자 및 정보
보안 담당자의 연락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 기간; 보유 기간
위에서 언급한 목적을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보존에 대한 합법적 이익을 가지지 않을 시 귀하의
개인 정보를 삭제합니다. 신청 절차가 끝나면 귀하의 개인 정보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저장됩니다. 또한, 귀하의 개인 정보는 당사에 대한 클레임이 제기될 수 있는 기간 동안
저장될 수 있습니다. Bosch 지원자 커뮤니티 멤버인 경우 언제든지 본인 프로필을 직접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60 일이 경과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파기됩니다.
회사가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원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합니다
회사가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개인 정보 처리 중 보안
회사는 비 인가 또는 불법적 파괴, 위조, 손실, 변조, 공개, 열람 등의 위험으로부터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적절한 보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합니다. 또한 회사의
보호조치를 개선하고 최신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사용자의 권리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면 연락처 섹션을 참조하세요. 당사에 연락할 때, 개인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세요.

접근 권한:
귀하는 처리에 정보 처리에 대한 내용을 당사 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가 처리하는 개인 정보와
관련한 귀하의 접근 권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정 또는 삭제 권한:
법적 요구 사항이 충족된다는 가정 하에 귀하는 부정확한 정보를 정정하고 불완전한 데이터를 완성하거나
지우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송장 발행이나 회계 목적으로 요구되는 정보 또는 법정 보존 기간이 적용되는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보에 접근 권한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정보 처리가 제한됩니다. (아래 참조).
정보 처리의 제한:
법정 요구 사항이 충족되면 귀하는 정보 처리를 제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 처리에 대한 이의 제기:
귀하는 언제든지 귀하의 정보 처리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입장과 별도로 처리를 계속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입증할 수 없을 시, 정보 처리를
중단하겠습니다.

“합법적인 이익”에 따른 정보 처리에 대한 이의 제기:
합법적인 이익을 합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언제든지 귀하의 정보 처리에 이의 제기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 규정에 따라 귀하의 이익에 반하는 처리를 합법적으로 할 근거가 별도로 없을
시, 처리를 중단하겠습니다.

동의에 대한 철회:
귀하가 개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당사에 부여했다면, 언제든지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의에 대한 철회 전에 있던 정보 처리에 대한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보의 전달성:
귀하는 개인 정보를 당사 로부터 체계적이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의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수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를 제 3 자에게 전달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
귀하는 개인 정보 보호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귀하의 거주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개인 정보 보호 기관 또는 독일 연방 정부에 연락할 수 있으며, 이외에 Bosch 그룹의 개인 정보 보호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Bosch Group 을 관할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책임 기관:
Der Landesbeauftragte für den Datenschutz und die Informationsfreiheit (개인정보 및 정보의 자유를
위한 독일 연방국 위임 기관)
사무실 주소:
Königstrasse 10a
70173 Stuttgart, Germany
Postal address: P.O. Box 10 29 32
70025 Stuttgart
GERMANY
Phone: +49 (0)711/615541-0
Fax: +49 (0)711/615541-15
E-mail: poststelle@lfdi.bwl.de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 9. 27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볼 수 있는 방법 설명 필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 1.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되는 보쉬 그룹의 법인

(중략)
국가

법인명

주소

한국

로버트보쉬코리아 유한회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수로 567

우편번호
16923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 5

34325

주식회사 보쉬전장

세종특별시 부강면 금호선말길 115

30077

주식회사 보쉬렉스로스코리아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 1 로 29

46730

이타스코리아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1

134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