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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데이터 취급에 관한 정보 

VGAS(볼보그룹 임직원 의식 조사)는 근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무하는 볼보는 해당 국가의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률에 따라 여러분의 개인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EC Directive 95/46/EC 에 의거한 국내법에 따라 개인 데이터가 

관리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링크에 접속하여 지역별 VGAS 참여 촉진자 또는 VGAS 설문 관리자  

확인후,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volvogroup.com/SiteCollectionDocuments/VGHQ/Volvo%20Group/Career/Contact%20persons.xls 
 

글로벌 문의처: HRSC Nordic, Volvo Business Services AB, 스웨덴. 전자 메일: hrsc.se@volvo.com 

 

여러분이 제출한 답변은 로그온 시 사용하는 암호와 연결됩니다. 직속 상관이 동일한 모든 직원들은 

동일한 암호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암호를 사용하여 답변을 제출하는 한 여러분과 다른 직원의 

답변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답변을 제출한 직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제출된 데이터는 

액세스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암호를 사용하여 접수된 답변이 5 개 이상이면 해당 팀에 보고서가 제공됩니다. 이 보고서에 

액세스할 권한이 있는 해당 관리자가 휘하의 직원들에게 내용을 전달할 것입니다. 관리자는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직원에게도 보고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4 개의 답변이 접수되고 승인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또는 3 개의 답변이 접수된 경우에는 세부 점수가 표기 

되지 않고 오로지 강점과 단점이 표기된 약식 보고서가 제공됩니다. 이 보고서에 액세스할 권한이 있는 

해당 관리자가 휘하의 직원들에게 내용을 전달할 것입니다. 관리자는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직원에게도 보고서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3 개 미만의 답변이 접수되면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조사에 응답하는 것은 자유재량입니다. 볼보 그룹은 모든 직원이 답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암호를 사용하여 제공된 답변의 수를 확인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우에 따라 직원이 

답변을 제공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답률이 80%에 못 미치는 팀에게는 독촉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직원의 답변과 관련된 개별 정보는 보고되지 않습니다. 단, 동일한 암호를 사용한 모든 직원의 답변이 

일치할 경우 이 직원들의 답변을 간접적으로 알아낼 수는 있습니다. 
 

관리자에 대한 개인 데이터 취급에 관한 추가 정보 

관리자에 대한 일부 정보가 상급 관리자와 인사 관리 담당자에게 보고될 수 있습니다. 즉, 관리자의 

성과에 대한 취합 결과는 익명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는 임직원 만족도 (ESI :Employee Satisfaction Index), 커뮤니케이션 리더쉽 지표 

(CLI: Communicative Leadership Index) 그리고 임직원 참여도 (EEI: Employee Engagement Index)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팀의 상위 레벨에서 집계되는 결과 요약 보고서도 설문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액세스 가능합니다.  

 

http://www.volvosurvey.nu/surveyportal/CustomerSpecific/volvo/Coordinators.a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