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및 초상권 수집 · 이용 동의서
연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
터 회원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및 초상권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집COOK! 손으로 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프로그램 운영
온라인(카카오채널, 유튜브, 홈페이지), 오프라인(홍보매체, 소식지, 보도자료), 신청자 확인, 밀키트 발송, 알림,
공지사항 등에 활용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연락처, 국적, 이메일, 주소, 레시피, 사진, 영상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5년 이후 폐기
4.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및 초상권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프로그램 신청 접수가 불가함
5. 초상권 : 사진 또는 영상물 등의 본인 초상권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연수구 센터에 있음

그 밖에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ccfsm.foodnara.go.kr/)에 공개하고 있는 “개인정
보 처리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초상권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14세 미만 아동이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경우,
부모님/법정대리인은 아래 칸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성명 :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Personal Information & Portrait rights
Collection·Usage Agreement
The Yeonsu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respects the privacy of you, We are following the
「Law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Law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Based on the Article 15, Article 22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Yeonsu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requests your consent in the collection and usag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
Portrait rights.

□ Personal Information & Portrait rights Collection·Usage
1. Purpose: Management of Program
(Online cooking class, Kakao channel, Youtube, Promotional materials, Newsletter, Press release, Website, Identification of
applicants, ingredient packet, Announcement, Notification etc.)
2. Collected items: Name, Contact number, Nationality, E-mail, Current address, Personal recipe, Image, Photographic,
Video etc.
3. Retention Period: Collected information will be safeguarded and kept for five years from date of collection and
completely destroyed thereafter.
4. Right to Disagree and disadvantages: All the applicants have the right to refuse collection and usage of personal
information, in which case the application will not be accepted.
5. Portrait rights: All copyrights of collected photographic, video belong to the center.

○ For the details of Personal Privacy Policy, Refer to our website (https://ccfsm.foodnara.go.kr/)
Do you agree to collect and use the personal information? □ Agree □ Disagree
Do you agree to collect and use the portraits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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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gree □ Disagree

.
Name of applicant :

(Signature)

*If children under 14 years old age participate in the program,
a parent or legal guardian must also sign below.
Name of Child :
Name of Parents/Legal Guardian :

(Signa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