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머서 해외파견관리 포럼

▣ 포럼일정

• 날짜: 2015년 4월 9일 (목)

• 시간: 오전 9:15 – 오후 4:50

• 장소: 리츠칼튼호텔 칼라시아룸 (서울 역삼동)

▣ 참가 신청방법 및 참가비

참가는 전일, 오전, 오후로 나누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가 유형별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인당 금액이며, 부가세 별도입니다.

전일 참석 280,000원

오전만 참석 200,000원

오후만 참석 230,000원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참가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모두 기입하셔서 담당자에게 팩스(02 3404 8388) 또는 이메일(yurok.cheong@mercer.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참석자에게는 커피와 다과, 통역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교재는 참석하신 분들에게만
하드카피로 제공됩니다.

좌석수가 제한되어 선착순으로 마감되므로 유의하여 주십시오.
신청취소는 4월 3일(금) 까지만 가능합니다.

▣ 문의

본 행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십시오.

• 담당자: 머서코리아 백정원 / 정유록

• 연락처: 02 3404 8322 / 8335

• 이메일: chung.won.paek@mercer.com / yurok.cheong@mercer.com



2015 머서 해외파견관리 포럼 – 참가신청서

*참석세션 □□ 전일 참석 □□ 오전만 참석 □□ 오후만 참석

*회사명 (국문) (영문)

*성함 (국문) (영문)

*직함 (국문) (영문)

*부서 (국문) (영문)

*직통 휴대폰

*Email
*주소 (        –        )

*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머서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생각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
법 및 관련 법령상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머서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통칭하여 “머서”)는 아래 기재된 목적을 위하여 머서의 제공서비스, 행사 및 연구
조사에 필요한 고객사 및 잠재고객사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되는 정보는 기업명, 성명, 직함,
소속부서, 연락처, 이메일 및 주소를 포함합니다.

1.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서비스의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요금결제 및 정산

2.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서베이
또는 행사 및 이벤트 시행관련 정보 및 참여기회 제공

수집된 정보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위 기재된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또는 해
당 개인의 삭제 요청 시까지 보관됩니다. 개인은 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머서의 서비스 및 행사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머서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시면 아래 동의란을 체크하신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등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동의일: _____  년 ___  월 ___ 일
동의인: ________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머서는 일부 고객 관련 데이터 베이스가 해외 계열사 내에 위치하고 있어 수집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이를 해외로 이동시키거나 타국가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위탁을 위해 제3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기업명, 성명, 직함, 소속부서, 연락처, 이메일 및 주소를 포함하며,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
한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머서의 미국 소재 해외계열사 – Mercer LLC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머서의 축적된 노하우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열사간

업무제휴, 회사의 마케팅 업무 지원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기업명, 성명, 직함, 소속부서, 연락처, 이메일 및 주소 등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당 서비스 또는 계약기간의 종료시까지 또는 위 처리위탁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시점까지

개인은 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머서의 서비스 및 행사 이용이 제
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머서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시면 아래 동의란을 체크하신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해외이전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동의일: _____  년 ___  월 ___ 일
동의인: ________ (서명 또는 인)

*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