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름다운가게 2022 년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배달천사 참석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 수집 및 이용목적: 배달천사 신청접수 및 신청인 본인 확인, 배달지 배정 및 참여안내, 자원활동시간 등록 및 확인서 발급, 1365 등록(선택), 문의사항 안내, 추후 나눔보따리 행사 알림(선택) 
 

2. 수집정보 처리기간 

- 서면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1 년 이내의 기간을 별도로 정해 파기 

- 자원활동내역: 삭제 요청 시 까지 
 

3. 수집항목: 이름, 성별,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이메일 

4. (선택) 1365 봉사실적 등록: 아름다운가게는 1365 자원봉사 수요처로 나눔보따리 배달천사 자원활동시간을 1365 에 등록하길 희망하실 경우 봉사실적을 등록해드립니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배달천사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나눔보따리 참여 및 자원활동 인증이 불가합니다. 
 

6. 개인정보 취급자: 아름다운가게 자원활동센터 나눔보따리 배달천사 담당 02-2115-7014 / 아름다운가게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02-2115-7040 
 

 

< 배달천사 참석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운전자 및 동승자 전원 기재) > 
 

이름(성별)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이메일 이용 동의 
신청인이 만 14 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예□ 아니오□ 법정대리인 성명 및 신청인과의 관계:  

[선택] 1365 봉사실적 등록 신청: 예□ 아니오□ 신청인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처리 동의: 

예□ 아니오□ [선택] 추후 나눔보따리 행사알림 수신: 예□ 아니오□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예□ 아니오□ 법정대리인 성명 및 신청인과의 관계:  

[선택] 1365 봉사실적 등록 신청: 예□ 아니오□ 신청인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 

예□ 아니오□ [선택] 추후 나눔보따리 행사알림 수신: 예□ 아니오□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예□ 아니오□ 법정대리인 성명 및 신청인과의 관계:  

[선택] 1365 봉사실적 등록 신청: 예□ 아니오□ 신청인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처리 동의: 

예□ 아니오□ [선택] 추후 나눔보따리 행사알림 수신: 예□ 아니오□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예□ 아니오□ 법정대리인 성명 및 신청인과의 관계:  

[선택] 1365 봉사실적 등록 신청: 예□ 아니오□ 신청인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처리 동의: 

예□ 아니오□ [선택] 추후 나눔보따리 행사알림 수신: 예□ 아니오□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예□ 아니오□ 법정대리인 성명 및 신청인과의 관계:  

[선택] 1365 봉사실적 등록 신청: 예□ 아니오□ 신청인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처리 동의: 

예□ 아니오□ [선택] 추후 나눔보따리 행사알림 수신: 예□ 아니오□ 
 

 

제출일:     2022 년      1 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