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문화재단 개인정보 파일 대장
No

파일명

운영근거

운영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정보주체)

보유기간

1

2015-2016 아트홀 대관신
청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 법령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대관 운영 및 관리 - 대관료 세금계산서 발급
등

이름:필수, 직장주소, E-Mail: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기
타 (사진, 작품사항, 약력사항 등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세
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에 한해
서 수집함)
- 주민번호 부분은 삭제처리함)

5년

대관운영 및 관리 / 계산서발행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직장주소, E-Mail:필수, 집연락처:필
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주민번호

5년

2

이용자동의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등)
1항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2017 아트홀 대관신청서
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호 :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자의 주민등록번호

3

대관신청자(동탄도서관)

이용자동의

소회의실 대관업무 처리

이름: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생년월일:필수

1년

4

병점도서관 사물함신청자

이용자동의

사물함관리

이름:필수,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필수, 기타 (회원번호)

1년

5

삼괴도서관 대관신청

이용자 동의

대관 운영

이름: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생년월일:필수

1년

6

삼괴도서관 사물함 신청

이용자 동의

사물함 관리

이름: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기타 (회원번호)

1년

이용자 동의

사물함 관리

이름: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기타 (회원번호)

1년

이용자 동의

자원봉사자 운영

이름: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생년월일:필수

1년

이용자 동의

사물함 관리

이름: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기타 (회원번호)

1년

이용자 동의

자원봉사자운영

이름: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생년월일:필수

1년

이용자동의

사물함 관리

이름: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기타 (회원번호)

1년

이용자동의

사물함 관리

이름: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기타 (회원번호)

1년

대관관리

이름:필수, 직장주소:필수, 직장연락처:필수, 생년월일

1년

7
8
9
10
11
12

남양도서관 사물함 사용신
청서
남양도서관 청소년 자원봉
사 활동일지
송산도서관 사물함 사용
신청서
송산도서관 청소년 자원봉
사 활동일지
정남도서관 사물함 사용신
청서
태안도서관 사물함 사용신
청서

13

진안도서관 대관신청자

이용자 동의

14

진안도서관 사물함신청자

이용자동의

사물함 관리

이름:필수, 기타 (회원번호)

1년

15

개인사물함 사용신청서
(2013.06~2014.03)

계약 또는 철회에 관한 기록

개인사물함 본인 확인절차에 활용 및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확보

이름, 핸드폰(연락처)

5년

16

개인사물함 이용신청서
(2014.04~2015.04)

계약 또는 철회에 관한 기록

개인사물함 이용시 본인확인 절차에 활용 및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확보

이름: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5년

17

개인사물함 이용신청서
(2015.05~2016.05)

정보주체동의

본인 확인절차에 활용 및 원활한 의사소통의
경로 확보

이름, 핸드폰(연락처)

5년

18

개인사물함 환불신청서
(2011.01~2014.12)

이용자동의

개인사물함 이용 환불 절차 상의 본인 확인
활용 및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확보

이름: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5년

19

다목적실 대관신청서

정보주체동의

다목적실 대관계약시 담당자 인적사항 확인

이름:필수, 직장주소:필수, E-Mail:필수, 핸드폰(연락처):필
수, 생년월일

5년

20

다목적실 대관신청서

이용자동의

본인 확인절차에 활용 및 시설 대관 이용에
관한 기록

이름, 집주소, E-Mail,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5년

21

스포츠 연기신청서
(2015.05~2016.05)

정보주체동의

본인 확인절차에 활용 및 원활한 의사소통의
경로확보, 본인 및 직계가족의 질병

이름, 핸드폰(연락처)

5년

22

스포츠프로그램 등록신청
서(2013.06~2014.03)

계약 또는 철회에 관한 기록

23

스포츠프로그램 등록신청
서(2014.04~2015.04)

계약 또는 철회에 관한 기록

회원제 서비스이용 및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부정이용방지.고지
사항의 전달, 불만처리 등 원활한 의사소통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기타 (성별,감면대
상자 증빙서류)
경로의 확보등에 활용접수 시 관내,관외 구
분,센터 내 사고 시 보험접수.감면대상자임을
확인.
본인 확인절차에 활용

이름: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생년월일:필수

5년

5년

24

스포츠프로그램 등록신청
서(2015.05~2016.05)

이용자동의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개인식별,부정 이용방지 와 비
인가 사용방지,고지사항의 전달,불만처리등 이름:필수,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필수,
의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등에 활용.
생년월일:필수
접수 시 관내,관외 구분. 센터 내 사고시 보험
접수, 감면대상자임을 확인경로

25

스포츠프로그램 환불신청
서(2016.01~2016.12)

이용자동의

본인 확인절차에 활용 및 원활한 의사소통의
경로확보

이름, 핸드폰(연락처)

5년

26

연기신청서
(2013.06~2014.03)

계약 또는 철회에 관한 기록

본인 확인절차에 활용 및 원활한 의사소통 경
로 확보, 본인 및 직계가족의 질병확인

이름, 핸드폰(연락처), 기타 (증빙자료)

5년

27

연기신청서
(2014.04~2015.04)

계약 또는 철회에 관한 기록

본인 확인절차에 활용 및 원활한 의사소통 경
로 확보, 본인 및 직계가족의 질병확인

이름: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5년

이름: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5년

이름, 핸드폰(연락처)

5년

이름, 집주소:필수, E-Mail,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필수,
생년월일:필수, 기타 (성별, 이메일, SMS발송동의, DM발송
동의, E-Mail발송동의, 감면대상종류, 사진)

30년

28
29

환불신청서
(2014.01~2014.12)
개인사물함 환불신청서
(2015.01~2016.12)

계약 또는 철회에 관한 기록
정보주체동의

30

회원정보

이용약관, 국세기본법

31

화성시시립도서관 통합도
서관리시스템(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도서
관홈페이지)

이용자 동의, 도서관법

강습 환불절차 상의 본인 확인 및 원활한 의
사소통 경로확보
본인 확인절차에 활용 및 원활한 의사소통의
경로확보
회원의 수강현황 관리

자료대출/반납/정보제공/문화강좌신청/열람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E-Mail,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핸드
실이용/홈페이지이용 등
폰(연락처):필수

5년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