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현황
순번
1

목적 외 이용등을 한 날짜(기간)
2020-08-31 ~ 2020-08-31

목적 외 이용등의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79조의2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및 제8조

2

2020-08-31 ~ 2020-08-3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
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5호

목적 외 이용등의 목적
주민세에 관한 자료제출 요청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운행에 따른 공용 발급
요청

목적 외 이용등의 개인정보 항목
가족관계등

가족관계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3

2020-08-28 ~ 2020-08-28

법률 제8조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보상업무

주민등록초본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보상업무

주민등록초본

주민세 자료제출 요청

가족관계등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50조의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4

2020-08-26 ~ 2020-08-26

법률 제 8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50조의 2

5

2020-08-26 ~ 2020-08-26

[지방세법] 제79조의 2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및 제8조

6

2020-08-26 ~ 2020-08-2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
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5호

7

2020-08-26 ~ 2020-08-26

8

2020-08-25 ~ 2020-08-25

9

2020-08-24 ~ 2020-08-24

10

2020-08-24 ~ 2020-08-24

11

2020-08-21 ~ 2020-08-21

12

2020-08-21 ~ 2020-08-21

13

2020-08-20 ~ 2020-08-20

14

2020-08-20 ~ 2020-08-20

15

2020-08-20 ~ 2020-08-20

16
17

하천법 제33조, 제74조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에 따른 공용 발급
요청

가족관계등

하천법 위반자 시정계고서 발송

주민등록주소

국적법 제21조의 3

국적업무 수행

가족관계등

국적법 제21조의 3

국적업무 수행

개인 출생에 관한 사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행위 확인

주민등록초본

지방세법 제79조의 2

주민세 부과 및 감액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지방세법]제79조의2 및 [지방세기본법]제130조

주민세 관한 자료제출 요청

가족관계등

주민세 부과 및 감액

주민등록등본

국적법 제21조의 3

국적업무 관련 협조요청

가족관계등

[지방세법]제79조의2 및 제130조

주민세 관한 자료제출 요청

가족관계등

2020-08-18 ~ 2020-08-18

국적법 제21조의 3

국적업무 관련 협조요청

가족관계등

2020-08-18 ~ 2020-08-18

지방세법 제79조의2

주민세 관한 자료 제출 요청

가족관계등

18

2020-08-14 ~ 2020-08-14

지방세법 제79조의2

주민세 자료 협조 요청

가족관계등

19

2020-08-13 ~ 2020-08-13

지방세기본법 제127조~제130조

재산세 부과 발급 요청

가족관계

20

2020-08-12 ~ 2020-08-12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보상업무

문서출력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지방세법 제79조의2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50조의 2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현황
순번

목적 외 이용등을 한 날짜(기간)

21

2020-08-12 ~ 2020-08-12

22

2020-08-12 ~ 2020-08-12

목적 외 이용등의 법적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27조~제130조

목적 외 이용등의 목적

목적 외 이용등의 개인정보 항목

상속 부동산 재산세 부과 협조 요청

가족관계

과태료부과 발급 협조 요청

가족관계

병무의무부과 협조 요청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병역법 제11조 [병역판정검사]

23

2020-08-12 ~ 2020-08-12

24

2020-08-11 ~ 2020-08-11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및 제96조

건강보험 업무 협조

25

2020-08-07 ~ 2020-08-14

지방세법 제128조

2020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독촉장 출력

26

2020-08-06 ~ 2020-08-11

지방세법 제74조~제79조

8월 주민세 정기분 고지서 인쇄

27

2020-08-10 ~ 2020-08-10

국적법제21조의3

국적업무 관련 협조요청

가족관계등

28

2020-08-10 ~ 2020-08-10

병무행정 협조 요청

가족관계등

29

2020-08-07 ~ 2020-08-07

30

2020-08-06 ~ 2020-08-06

31

2020-08-04 ~ 2020-08-04

32

2020-08-06 ~ 2020-08-06

33

2020-08-06 ~ 2020-08-06

34

2020-08-04 ~ 2020-08-05

병역법 제80조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병역법 제11조 [병역판정검사]
병역법 제80조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세자 주민등록정보 갱
신

납세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과세물건, 과세번
호, 세액,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납세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과세문건, 과세연
도, 전자납부번호, 세액, 가상계좌번호

주민등록주소

과태료징수

주민등록주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압류예고통지서 발송

주민등록주소

업무협조

주민등록등본

출입국관리법 제78조

사증발급 업무 관련 협조 요청

혼인관련

국적법 제21조의 3

국적업무 관련 협조요청

가족관계등

주민세에 관한 자료제출 요청

가족관계

도로교통법 제161조

35

2020-08-04 ~ 2020-08-0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29호) 제9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제79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