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법률 제10465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름)

※ 우편 제출 시에만 제출

 ①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아름다운재단 배분사업에 관련한 지원과 서비스 제공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기간 : 해당 지원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
보유기간 : 정보주체와 정보주체가 소속된 단체가 아름다운재단에 회원 등록된 기간
(회원 가입이 없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10년 보관)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아름
다운재단 지원 및 관련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② 민감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아름다운재단 배분사업에 관련한 지원과 서비스 제공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기간 : 해당 지원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
보유기간 : 정보주체와 정보주체가 소속된 단체가 아름다운재단에 회원 등록된 기간
(회원 가입이 없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10년 보관)

수집하는 기본 민감정보 항목 신체장애, 신체정보, 범죄사실, 성적지향, 정치성향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서 
정한 사항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아름
다운재단 지원 및 관련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본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③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해당 배분사업에 관련해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아름다운재단이 판단하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아름다운재단 배분사업에 관련한 지원과 서비스 제공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위 ①과 ②의 정보 및 배분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기간 : 해당 지원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
보유기간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보유하지 못함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아름
다운재단 지원 및 관련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④ 제공된 개인정보의 파기 안내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달성 혹은 해당 정보의 보유에 대한 불필요성이 인식될 경우 재단은 지체 없이 영구 삭
제함을 원칙으로 하며 파기의 방법은 문서의 경우 파쇄, 전자D/B 경우 복구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통해 원본 및 
백업본을 파기함을 개인정보 제공자에게 공지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법정대리인 :                    (인)

아름다운재단 귀하

※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 이정이 사업국 국장 02-6930-45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