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정보주체(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본인 등)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민정 보상지원 영주귀국자 명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적법 영주귀국자 관리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기타(국적, 성별, DNA정보 )

오프라인 수집

(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집

30년 2,324 건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 박민석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공적조사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독립유공자 발굴 및 포상,

후손 확인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오프라인 수집

(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온라인 수집 (홈페이지 회원신청,

전자접수 등)

30년 41,500 건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 박민석 내부행정
독립유공자(미)포상자

명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미)포상자 관리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기타(본적및출신지 )

오프라인 수집

(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집, 기타

30년 26,849 건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

국가보훈처 대변인실 김두현 홈페이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회원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이용약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회원관리
이름:필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필수, 기타(ID, 비밀번호)

온라인 수집

(홈페이지 회원신청, 전자접수 등)
3년 269,506 건

국가보훈처

대변인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의2
1. 신청인정보(성명/주민번호/관계/주소/전화/휴대폰/이메일)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
2. 유공자정보(성명/주민번호/주소/연락처/핸드폰/병적사항

(군별/계급/군번/병과/입대일/전역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2
3. 가족정보(관계/성명/주민번호/학력/직업/월소득)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2
4. 수령자정보(성명/주민번호/관계/주소/전화/계좌번호)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신체검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10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항 제1호

국가보훈처 기념사업과 이정미 내부행정
정부기념식 초청대상자

명단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정부기념식 행사 초청장 발송 등

참석 관리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주민번호

오프라인 수집(개인의 신청서를 통

한 서면 수집), 온라인 수집 (홈페이

지 회원신청, 전자접수 등)

행사 종료시

파기
7,764건

국가보훈처

기념사업과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 김예린 보훈선양
국립묘지안장신청자 인적

DB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장신청서 신상정보관리로 진행

상황 및 결과 통지수단 등으로

활용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집 30년 169,790 건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

이름, 집주소, E-Mail,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기타:

1. 회원인적사항

- (필수)아이디, 비밀번호, 결혼여부

2. 학력사항

- (선택) 학교명, 졸업월, 전공, 부전공, 졸업여부, 자격사항

3. 병역사항

- (필수) 군별, 계급, 군번, 병과, 주특기, 입대일자, 전역일자

4. 지원사항

- (필수) 지원항목, (선택) 가족사항

5. 희망사항

- (필수) 희망직종, 직업훈련정보, 희망근무지역, 희망연봉,

   최종학력, 컴퓨터활용능력, 취업상태

국가보훈처 개인정보파일 목록

(2019.4.5.)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부서명 취급담당자 업무분야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경종호 등록관리
신체검사 대상자 및

시스템 사용자 정보

3,176,208 건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강성은 등록관리 국가유공자 등의 명단 국가유공자 등 등록자 관리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집 영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

59,426 건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집 준영구

76,042 건

제대군인지원

센터

행정지원팀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회원관리

온라인 수집

(홈페이지 회원신청, 전자접수 등)

기타

(회원인적사항

탈퇴시까지),

전직지원정보

(영구)

신체검사 대상자 현황 및

이력 관리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E-Mail,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핸드폰

(연락처), 주민번호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

자리과
김민희 홈페이지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