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파일명 운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고객상담파일

긴급복지지원법  제11
조, 사회복지사업법 시
행령 25조의2 및 동의
/보건복지 상담서비스 
및 정보제공, 타기관 
연계서비스 제공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
(연락처), 생년월일 (성별, 상담내용(접수
내용), 녹취파일, 주민번호(긴급지원만 해
당))

2년

장사시설 회원 가입 
및 관리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시
설 및 장사업무담당자 
관리 등 장사 관련 사
용자(회원)관리

기타(․필수항목:

 -시설(시설아이디, 비밀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주소)
 -시설담당자(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생
년월일, 휴대폰번호,   성별)
․선택항목:

 -시설담당자(e-mail주소))

준영구

화장관리 정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화장예약정보 수집․전
국 화장시설에 제공
-실명인증신청정보 수
집․승인 관리
-e하늘 이용상담 정보 
등록․이력관리

기타(1)화장예약정보

․필수항목:
  -연고자(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인과의 
관계, 휴대폰번호,   주소)
  -신청자(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인과의 
관계, 주소,   휴대폰번호)
․선택항목:
  -연고자(전화번호)
  -신청자(e-mail주소)

2)실명인증신청정보
․필수항목:
  -연고자(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인과의 
관계, 휴대폰번호, 주소)
  -신청자(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인과의 
관계,   휴대폰번호)
․선택항목:없음

3)화장접수정보
․필수항목:
  -연고자(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인과의 
관계, 휴대폰번호,   주소)
  -신청자(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인과의 
관계, 주소,   휴대폰번호)
․선택항목:
  -연고자(전화번호)
  -신청자(e-mail주소)

4)e하늘이용상담정보
․필수항목:
  -유선상담(시설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온라인상담신청(성명, 휴대폰번호, 상
담신청내용)
․선택항목:
  -유선상담(없음)
  -온라인상담신청(상담분류, 상담희망일
자, 상담희망시간))

준영구

장사행정처리정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분묘실태 및 매/개장신
고 정보 등록, 관리

이름,기타(1)분묘실태정보

․필수항목:연고자,설치자,관리자(성명,주민
등록번호,관계,주소,휴대폰번호)
․선택항목:전화번호

준영구

개인정보파일내역



2)매장신고정보
․필수항목: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관계,
주소)
․선택항목:전화번호,휴대폰번호

3)묘지설치정보
․필수항목:설치자(성명,주민등록번호,관계,
주소)
․선택항목:전화번호,휴대폰번호

4)개장신고정보
․필수항목:신고자,연고자(성명,주민등록번
호,관계,주소)
․선택항목:전화번호,휴대폰번호

5)화장․봉안․자연장설치정보
․필수항목:설치자,설치신고자(성명,주민등
록번호,관계,주소)
․선택항목:전화번호,휴대폰번호)

시설내부운영관리정
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설내부 운영 관리

기타(1)매장정보
․필수항목:신청인,연고자,납부자(성명,주민
등록번호,주소,휴대폰번호고인과의관계)
․선택항목:전화번호,e-mail주소

2)봉안정보
․필수항목:신청인,연고자,납부자(성명,주민
등록번호,주소,휴대폰번호고인과의관계)
․선택항목:전화번호,e-mail주소

3)자연장정보
․필수항목:신청인,연고자,납부자(성명,주민
등록번호,주소,휴대폰번호고인과의관계)
․선택항목:전화번호,e-mail주소

4)산골정보
․필수항목:신청인,연고자,납부자(성명,주민
등록번호,주소,휴대폰번호고인과의관계)
․선택항목:전화번호,e-mail주소)

준영구

장사관련 
정보(뉴스레터)

정보주체의  동의/장사
관련 뉴스레터 신청, 
발송관리

기타  (․필수항목 : 성명, e-mail․선택항목 
: 없음) 1년

면허민원 질의응답
정보주체의  동의/면
허·자격관련 질의응답 
등록 및 이력관리

이름,  E-Mail, 핸드폰(연락처) 3년

면허관리 신청정보

의료법  시행규칙 제4
조 및 제6조 등/면허
(자격)증 재교부 및 증
명서 신청

기타  (면허(자격)증 종별 및 번호, 발급
일자, 국적,) 3년

면허(자격)등록대장
의료법  시행규칙 제4
조 및 제6조 등/
면허, 자격 사항 관리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면허(자격)증 종별 및 번호, 발급일자, 국
적, 출신학교, 시험정보)

영구

입양인 정보

입양특례법  제21조제
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5조/입
양아동 등에 대한 사후
서비스 제공(입양인 뿌
리찾기)

이름:필수,집주소:필수,집연락처:필수,핸드
폰(연락처):필수,생년월일:필수,주민번호:필
수,기타((필수)성별,혼혈유무,입양절차를진
행한입양기관,사진,국적,학력,직업,연소득,
국적

(선택)친부모의학력,직업,본적)

영구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접수대장(피해자 

한센인피해사건의  진
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
지원등에 관한 법률/한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준영구



신고서, 면담조사서)
센인 피해사건의 피해
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원

위탁아동 정보, 
위탁부모 정보, 
친가정 정보

아 동 복 지 법 제 4 9 조 ,   
아동복지법시행령제50
조 및 제57조/가정위탁
지원업무 (조사, 상담, 
사례관리) 등

이름, 집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외국인등
록번호, 국적, 연령, 성별, 위탁사유 등

위탁기간 
및 

사후관리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