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현황
연 번

개인정보파일명

제공받는자

법적근거

제공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1

재산세 부과 대상자

노원세무서

국세기본법 제84조

국세부과징수 등 활용

이름,주민번호

2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노원세무서

국세기본법 제84조

국세부과징수 등 활용

부동산 매매계약서

3

재산세 부과 내역

역삼세무서

국세기본법 제84조

국세부과징수 등 활용

재산세 과세내역

4

취득세 과세표준액

대전지방국세청

국세기본법 제84조

국세부과징수 등 활용

취득세 과세표준액

5

취득세 신고서류 사본

서울지방국세청

국세기본법 제84조

국세부과징수 등 활용

취득세 신고서류

6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7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8

기본증명서

9

주민등록초본

서울회생법원

2019하단103982 파산선고

소송업무를 위한 사실조회

주민등록초본

10

주소지, 등록기준지

노원소방서

소방시설법 제25조

소방시설법 자체점검 위반

주소지, 등록기준지

11

주민등록초본

서울회생법원

2019하단3686 파산선고

소송업무를 위한 사실조회

주민등록초본

12

주민등록등.초본

서울회생법원

2019하단103539 파산선고

소송업무를 위한 사실조회

주민등록등.초본

13
14
15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국민연금공단 도봉노 국민연금법 제123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
원지사
190조의3 및 별표2의3
국민연금공단 도봉노 국민연금법 제123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
원지사
190조의3 및 별표2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충북북부보훈지청
82조의 6

서울북부보훈지청
국민연금공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의6의②항
국민연금법 제1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의3, 별표2의3

국민연금 수급자의 수급권 확인 업무
국민연금 수급자의 수급권 확인 업무
국가유공자 등록 업무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록 활용
국민연금 급여 수급권 확인 결정

이름,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가
족관계내역, 혼인관계내역
이름,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가
족관계내역, 혼인관계내역
이름,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일
반등록사항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2541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업무를 위한 사실조회
정부 주도 국가유공자 발굴 등록 업무

제적등본, 구 주민등록표

16

제적등본, 구 주민등록표

국가보훈처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

17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보험료 적정 부과 상속자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8

주민등록초본

서울회생법원

2019하단4102 파산선고

소송업무를 위한 사실조회

주민등록초본

19

기본증명서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제1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의3, 별표2의3

국민연금 급여 수급권 확인 결정

기본증명서

20

주민등록초본

서울회생법원

2019하단104092 파산선고

소송업무를 위한 사실조회

주민등록초본

21

주민등록초본

서울회생법원

2019하단103887 파산선고

소송업무를 위한 사실조회

주민등록초본

22

제적등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급여 수급권 확인 결정

제적등본

2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급여 수급권 확인 결정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24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피부양자) 관리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25

기본증명서

서울지방병무청

국적상실 병역의무자 병적정리 확인

기본증명서

26
27
28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국민연금공단
노원경찰서

국민연금법 제1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의3, 별표2의3
국민연금법 제1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의3, 별표2의3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의2
병역법 제9조 및 제80조
국민연금법 제1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의3, 별표2의3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제1항

국민연금 급여 수급권 확인 결정
재물손괴 사건 수사 협조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758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업무를 위한 사실조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9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전북서부보훈지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국가보훈기본법 제17조

독립유공자 유족의 가족사항 확인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30

사실조회서(이름, 주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소248 대여금

소송업무를 위한 사실조회

사실조회서(이름, 주소)

3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서울북부보훈지청

32

제적등본

전북서부보훈지청

33

제적등본

서울북부보훈지청

34

주민등록초본

서울회생법원

35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국민연금공단

36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37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경남동부보훈지청

38

주민등록초본

39
4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의6의②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국가보훈기본법 제17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의6의②항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록 활용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독립유공자 유족의 가족사항 확인

제적등본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록 활용

제적등본

2019개회59710 개인회생

소송업무를 위한 사실조회

주민등록초본

국민연급 급여지급 처리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국민연금법 제1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의3, 별표2의3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의6의②항

건강보험 납부자 사망에 따른 선순위
상속자 확인
국가유공자 유족 지원 업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수원지방법원

2019하단1470 파산선고

소송업무를 위한 사실조회

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46023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업무를 위한 사실조회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서울노원경찰서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

수사 협조 의뢰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41

사실조회서(주소)

울산지방법원

2017타경106307 부동산강제경매

소송업무를 위한 사실조회

사실조회서(주소)

42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956253 손해배상(기)

소송업무를 위한 사실조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43

주민등록등본

노원경찰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수사협조 의뢰

주민등록등본

44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급여 지급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45

제적등본

서울북부보훈지청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록 활용

제적등본

46

기본증명서

서울지방병무청

병역법 제9조 및 제80조

국적상실 병역의무자 병적정리 확인

기본증명서

47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금
결정 업무 수행

48

경남동부보훈지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및 제6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의6의②항

국가유공자 유족 지원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49

주민등록초본

서울중앙지방법원

국가채권관리법 제24조 제1항

국가채권 추심 수행

주민등록초본

50

주소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 활용 도시재생프로젝트 수행

주소

51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노원세무서

국세기본법 제84조

국세 징수 업무 납세자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52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6

공공주택 임차인 사망 및 상속자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5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남양주세무서

국세기본법 제84조

자금 출처 조사 업무 수행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54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서울북부보훈지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의6의②항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록 활용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55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노원세무서

국세기본법 제84조

국세 부과 업무 수행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56

혼인관계증명서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제123조,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의3 및 별표2의3

국민연금 급여 지금 업무 수행

혼인관계증명서

57

주민등록초본

의정부지방법원

2019하단20463 파산선고

소송업무를 위한 사실조회

주민등록초본

58

주민등록초본

춘천지방법원

2018하단124 상속재산파산신청

소송업무를 위한 사실조회

주민등록초본

59

주민등록초본

서울회생법원

2019하단4372 파산선고

소송업무를 위한 사실조회

주민등록초본

60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8582 실종선고

소송업무를 위한 사실조회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61

제적등본, 구 주민등록표

국가보훈처

무공훈장 서훈자 본인 및 유족 확인

제적등본, 구 주민등록표

62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가입자 보유 재산의
보험료 부과 업무 수행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국민연금법 제1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의3, 별표2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의6의②항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의2

63

주민등록초본

서울회생법원

2020개회1007688 개인회생

소송업무를 위한 사실조회

주민등록초본

64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6 제1항

공공주택 임차인 사망 및 상속자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65

기본증명서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의무자의 병적정리 확인

기본증명서

66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국민연금공단

사망자 국민연금 급여 수급권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67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서울노원경찰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사건 수사 수행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68

기본증명서

서울지방병무청

병역법 제9조 및 제80조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병역의무자의 병적정리 확인

기본증명서

69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6 제1항

공공주택 임차인 사망 및 상속자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70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노원세무서

국세기본법 제84조

국세 부과 업무 수행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71

주민등록초본

서울회생법원

2019하단104480 파산선고

제출명령

주민등록초본

72

주민등록등.초본

서울회생법원

2020하단949 파산선고

소송업무를 위한 사실조회

주민등록등.초본

7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7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75

혼인관계증명서(상세)

76

혼인관계증명서(상세)

7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8

혼인관계증명서(상세)

79

주민등록초본

국민연금공단 도봉노
원지사
국민연금공단 도봉노
원지사
국민연금공단 도봉노
원지사
국민연금공단 도봉노
원지사
국민연금공단 도봉노
원지사
국민연금공단 도봉노
원지사
국민연금공단 은평지
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
용)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
용)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
용)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
용)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
용)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
용)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
국민연금법 제123조 (자료의 요청 및 전산
망의 이용)

80

제적등본

81

주민등록초본

8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83

제적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84

주민등록등본

병역법 제8조 및 제80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국민연금법 제1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3 및 별표2의3

「반환일시금」지급결정 관련 국민연금 급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 출생일, 가
수급권 확인 및 결정에 필요
족관계, 혼인(이혼)관계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 출생일, 가
부양가족 수급권확인
족관계, 혼인(이혼)관계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 출생일, 가
국민연금급여 지급을 위한 확인용
족관계, 혼인(이혼)관계
「반환일시금」지급결정 관련 국민연금 급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 출생일, 가
수급권 확인 및 결정에 필요
족관계, 혼인(이혼)관계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 출생일, 가
국민연금 급여 수급권 확인 및 결정에 필요
족관계
「반환일시금」지급결정 관련 국민연금 급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 출생일, 가
수급권 확인 및 결정에 필요
족관계, 혼인(이혼)관계
이름,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변경내
사망관련 급여 결정 관련 업무
용, 현주소, 발생일/신고일, 세대주및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 출생일, 가
관악세무서
국세기본법 제84조(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상속세 조사업무
족관계, 혼인(이혼)관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
이름,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변경내
2016가단11160토지인도 사실조회신청
증인의 주소 특정
원
용, 현주소, 발생일/신고일, 세대주및
국민연금공단 도봉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 출생일, 가
부양가족 확인
원지사
용)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
족관계, 혼인(이혼)관계
국민연금공단 도봉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 「반환일시금」지급결정 관련 국민연금 급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 출생일, 가
원지사
용)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 수급권 확인 및 결정에 필요
족관계, 혼인(이혼)관계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수사에 필요한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서울노원경찰서
접수번호 2020-2405호 명예훼손 사건 수사
자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발생일/신고일, 세대주와의관계, 세대

85
86
87
88
89

국민연금공단 도봉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
원지사
용)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노원구 보건소
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부의 등
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51조
국민연금공단 도봉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
제적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원지사
용)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
국민연금공단 도봉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원지사
용)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
국민연금공단 도봉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
제적등본
원지사
용)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반환일시금」지급결정 관련 국민연금 급여
수급권 확인 및 결정에 필요
행정입원을 위한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확인에 필요
「반환일시금」지급결정 관련 국민연금 급여
수급권 확인 및 결정에 필요
국민연급급여 지급을 위한 확인
전배우자와의 혼인가입이력 확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
족관계, 혼인(이혼)관계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
족관계, 혼인(이혼)관계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
족관계, 혼인(이혼)관계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
족관계, 혼인(이혼)관계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
족관계, 혼인(이혼)관계

출생일, 가
출생일, 가
출생일, 가
출생일, 가
출생일,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