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처리방침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 정보 보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는 회원 여러분이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서비스를 이용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개

인정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래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준수합니다.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의 개인보호 정책을 읽으시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귀하의 개인 정보가 

어떻 게 보호되는지 이해하시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보호정책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회원 여러분은 언제든지 본 사이트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 정책

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는 회원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원 가입을 통해 회원의 정

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에 회원으로 등록하신 모든 고객의 개인 정보는 위에서 밝힌 목적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될 수 없으나 회원 개인 정보의 사용 목적과 용도가 변경될 경우에 반드시 성남시 사

회복지협의회회원으로 등록하신 모든 고객에게 동의를 구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

집 또는 이용에 대한 동의 철회시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는 당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당

해 개인정보는 삭제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이용자의 정보수집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본정보와 상세정보를 수집

하며, 다음 사항을 기본 정보 사항으로 합니다.  

  

(1) 성명 : 이용자의 식별을 위해 수집됩니다. 

(2) 주민등록번호(회원의 경우) : 이용자의 식별을 위해 수집됩니다 

(3) 이메일주소 및 전화번호 : 공지사항 전달, 본인의사확인, 불만처리,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등

를 위해 수집됩니다. 

(4) 희망 ID(회원의 경우): 회원확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수집됩니다. 

(5)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회원확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수집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폐기  

이용자가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의 회원으로서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동안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계속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하

게 됩니다. 다만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원께서 탈퇴를 하시거나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이용

약관 제 18 조에 의한 회원 자격 상실의 경우에는 회원님께 사전에 알려드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 수집된 개인의 정보는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하드디스크에서 완전

히 삭제되며 어떠한 용도로도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됩니다.  

  

4.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의 고객 개인 정보는 원칙적으로 제 3 기관 및 제 3 자에게 제공 될 

수 없으며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가 회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정 회사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회원께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내 공지 등의 방법을 통하여 회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제 3 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정정 처리결과를 해당 제 3 자에게 통지하고 해당정보의 정정여

부는 이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철회시 이용자 당해 개인정보의 제공

을 금지합니다. 또한,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가 명시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가 이용되거나 

제 3 자에게 고객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이용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5.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의 회원님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

하실 수 있으며, 아이디(ID) 삭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 개인 정보의 열람 및 정정은 성

남시 사회복지협의회의 '회원가입/ 변경'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열람 및 정정 등의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6. 만 14 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정보 보호  

만 14 세 미만의 어린이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보내면 안되며, 보내기 전에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 해당 어린이의 정보를 열람, 정정 

및 동의 철회 요구시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는 그 요구를 수용합니다.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는 

만 14 세 미만 어린이의 정보를 다른 사람 또는 업체와 공유하지 않으며, 만 14 세 미만의 어린이

에게는 광고메일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7.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고객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정보통신부 지정 '개인정보보호지침'에 의거 고객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합니다.  

  

[개인정보 관리 및 책임자]  

소 속 :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이 름 : 김정순 

직 위 : 과장 

전 화 : 031-756-3579 

팩 스 : 031-756-3573 

이메일 : scsw2005@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