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현황
순번

목적 외 이용등을 한 날짜(기간)

목적 외 이용등의 법적 근거

목적 외 이용등의 목적

목적 외 이용등의 개인정보 항목

1

2021-04-29 ~ 2021-04-29

국적법 제21조의 3

국적업무관련

가족관계, 출생등

2

2021-04-27 ~ 2021-04-27

공무원연금법 제9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공무원 연금 업무 협조

가족관계등

3

2021-04-27 ~ 2021-04-27

국가채권 관리법 제15조

주소보정명령

주민등록초본

4

2021-04-26 ~ 2021-04-26

국적법제21조의3

국적업무관련 협조

혼인관계등

5

2021-04-26 ~ 2021-04-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수용재결 및 공탁 등 보상업무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내역, 주민등록
번호 포함),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6

2021-04-23 ~ 2021-04-23

지방세기본법 제127-제130조

취득세 부과 발급 요청

가족관계

7

2021-04-23 ~ 2021-04-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토지 및 지장물 수용재결금 공탁 등 보상업무

주민등록초본

8

2021-04-22 ~ 2021-04-22

주민등록법 제29조

국가유공자 정부주도 발굴 및 등록

유공자 자녀의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9

2021-04-22 ~ 2021-04-22

보정명령

주민등록초본

국가채권 관리법 제15조
주민등록법 제29조

10

2021-04-21 ~ 2021-04-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19조

수용한 편입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협의 완료에 따
주민등록초본
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상업등기규칙 제52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11

2021-04-21 ~ 2021-04-21

상속부과 발급 요청

가족관계등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12

2021-04-21 ~ 2021-04-21

지방세기본법 제127조-제130조

취득세 부과 발급 요청

가족관계등

13

2021-04-19 ~ 2021-04-19

아동수당법 제7조 5항

출입국기록이 없는 해외출생아 관련 확인절차

기본증명서

14

2021-04-16 ~ 2021-04-16

인사청문회법 제5조

국토교통부 인사청문회 관련

주민등록등초본

15

2021-04-19 ~ 2021-04-19

인사청문회법 제5조

인사청문회 관련 준비서류 발급 협조 요청

가족관계등

16

2021-04-16 ~ 2021-04-16

지방세기본법 제127조-제130조

취득세부과 발급요청

가족관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현황
순번
17

목적 외 이용등을 한 날짜(기간)
2021-04-16 ~ 2021-04-16

목적 외 이용등의 법적 근거
국적법제21조의3

목적 외 이용등의 목적

목적 외 이용등의 개인정보 항목

국적업무 관련 협조요청

제적

상속인 부과 발급 요청

가족관계

국적업무 수행

가족관계 등

상속인 부과 발급 요청

가족관계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18

2021-04-14 ~ 2021-04-14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19

2021-04-09 ~ 2021-04-12

20

2021-04-09 ~ 2021-04-09

국적법 제21조의3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21

2021-04-08 ~ 2021-04-08

국가채권 관리법 제15조

국가채권 채무자에 대한 소송 관련하여 보정명령

주민등록초본

22

2021-04-07 ~ 2021-04-07

국적법 제21조의3

국적업무 수행

가족관계 등

23

2021-04-07 ~ 2021-04-07

석면피해의심자 보상과 지원

주민등록초본 내용 중 사망일시

석면피해구제법 제4조,6조및 제 29조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5조의 2
24

2021-04-07 ~ 2021-04-07

국적법 제21조의3

국적업무 관련 협조 요청

가족관계등

25

2021-04-06 ~ 2021-04-06

국적법 제21조의3

국적업무 관련

출생일, 가족 인적사항

26

2021-04-02 ~ 2021-04-02

국가채권 관리법 제15조

주소보정명령

주민등록초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