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공단은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7-10호 「2017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추가지원
공고」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참여 제안 신청 담당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수집하는 개인 정보의 항목]
가. 공단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항목 : 담당자 성명, 담당자 연락처(핸드폰), 담당자 이메일, 업체명
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 Address, 쿠키, 방문 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불량 이용 기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공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가. ’18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 제안 신청 접수
- 보급사업 참여 제안 신청 확인
- 가입의사 확인 및 가입 사실 입증
- 고지사항 전달 등 민원처리
나. 기타 원활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
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보존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나. 보존기간 : 50년

<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안내>

당사는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참여기업 1,2차 평가 서류 검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취급을 위탁 받는자(수탁업체)
업무내용
2018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제이티코리아
1,2차 평가 서류 검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18년도 신재생에너
지 보급사업 참여 제안 신청 접수가 불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확인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정보항목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업무 처리 위탁 동의 확인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정보항목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동의자(담당자) 성명 :

년월일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