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현황
순번
1

목적 외 이용등을 한 날짜(기간)
2020-12-29 ~ 2020-12-29

목적 외 이용등의 법적 근거
국적법 제21조의 3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목적 외 이용등의 목적

목적 외 이용등의 개인정보 항목

국적업무 관련 협조요청

가족관계등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소유권이전등기

기본증명서

공익사업의 수행

이름, 주민번호, 주소변동 이력

2

2020-12-23 ~ 2020-12-23

3

2020-12-07 ~ 2020-12-07

4

2020-11-30 ~ 2020-12-0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장애인전출입 관리

성명, 주민번호, 전출일자, 장애유형

5

2020-12-11 ~ 2020-12-1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장애인전출입 관리

성명, 주민번호, 전출일자, 장애유형

6

2020-12-16 ~ 2020-12-16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장애인 전출입 관리

성명, 주민번호 , 전출일자, 전출지, 전입지

7

2020-12-23 ~ 2020-12-22

지원자 적합 판정

주민등록등본

국가유공자 발굴사업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구)주민등록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보상업무

주민등록초본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복무통지서 교부

주민등록주소

행정처분

주민등록주소

토지 등의 보상

주민등록초본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노인복지법 제2조, 5조 및 경기도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및 노
인장기요양보험 지원 조례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 제1항 제3의2호 및 제4항

8

2020-12-24 ~ 2020-12-2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39조의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랑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제1호

9

2020-12-23 ~ 2020-12-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50조의2
병역법 제33조

10

2020-12-23 ~ 2020-12-23

병역법 시행령 제66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9조
식품위생법 제75조제3항

11

2020-12-16 ~ 2020-12-16

12

2020-12-15 ~ 2020-12-15

13

2020-12-08 ~ 2020-12-08

지방세법 제125조

자동차세 고지서 인쇄

14

2020-12-08 ~ 2020-12-11

국적법 제21조의3

국적업무 수행

15

2020-12-10 ~ 2020-12-10

16

2020-12-07 ~ 2020-12-07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50조의 2

납세자의 생년월일, 납세자명, 과세번호, 세
목명, 과세대상, 주소, 전자납부번호, 가상계
좌번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압류예고통지서 발

가족관계 등
주민등록주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 제24조

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훈련 소요경비 환수

주민등록주소

과태료 징수

주민등록주소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7

2020-12-04 ~ 2020-12-04

18

2020-12-09 ~ 2020-12-09

지방세기본법 제127조-제130조

19

2020-12-09 ~ 2020-12-09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도로교통법 제161조

상속 미신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 발
급 요청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자료 제공 요청

가족관계
가족관계

20

2020-12-07 ~ 2020-12-07

지방세기본법 제127조-제130조

12월 자동차세 부과 관련 발급 요청

21

2020-12-07 ~ 2020-12-07

인사청문회법 제5조

인사청문회

2020-12-04 ~ 2020-12-04

지방세기본법 제127조~제130조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가족관계

2021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관련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택소재지 등

22
23

2020-12-04 ~ 2020-12-31 매년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18조

취득세 개인 주택 취득 기획조사 관련 발급

가족관계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24

2020-12-03 ~ 2020-12-03

지방세기본법 제127조-제130조

25

2020-12-03 ~ 2020-12-03

국적법제21조의3

국적업무 관련 협조요청

가족관계등

26

2020-12-03 ~ 2020-12-0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7조

국가유공자 등록 및 가족관계확인

가족관계등

요청

가족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