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파일목록

2021. 1.

한 국 자 산 관 리 공 사



  

 

목     록
 

  

1. 전자자산처분관리(Onbid) 파일

2. 국유재산관리 파일

3. 조세정리관리 파일

4. 국민행복기금관리 파일

5. 희망모아관리 파일

6. 소액대출관리 파일

7. 한마음금융관리 파일

8. 채권관리 파일

9. 민원처리관리 파일



  

 
 1. 전자자산처분관리(Onbid) 파일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전자자산처분관리(Onbid) 파일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목적 자산처분업무(공고, 입찰 등) 및 공매정보 등 제공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필수), 주민번호(필수), 집주소(필수), 직장주소(필수)

E-Mail(필수), 핸드폰(필수), 집연락처(필수), 직장연락처(필수),

외국인등록번호(필수), 아이디, 비밀번호, 소속기관정보, 환불

계좌번호, 인증서정보 (11)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 온라인 수집(홈페이지 회원신청, 전자접수 등)

○ 오프라인 수집(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수집)

○ 시스템연계를 통한 수집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회원탈퇴 시까지(입찰기록은 영구)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자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서울보증보험

근거
○ 은행 : 인터넷입찰 전자결제서비스이용에 관한 협약 

○ 보증보험 : 전자보증시스템 운용에 관한 협약

개인정보의 

범위

이름, 주민번호, 집주소,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이메일, 외

국인등록번호, 환불계좌번호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1,430,497명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범위 해당 업무부서 및 시스템 관리자

공동사용부서 온비드사업처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사업처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없음



  

 
 2. 국유재산관리 파일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국유재산관리 파일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자산관리공사법 제26조(업무),

동법 시행령 제3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목적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주민등록번

호(외국인등록번호)

선택 : 이메일, 기초생활수급발급번호, 계좌번호, 차량번호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공공기관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집, 현장 및 탐문 조사, 기타

(FAX, 우편 등)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영구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자 기획재정부(총괄청)

근거 국유재산법 제21조(총괄청의 감사 등)

개인정보의 

범위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301,167건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범위 해당 업무부서 및 시스템 관리자

공동사용부서 국유재산기획처, 국유재산지원처, 국유증권관리처, 12개 지역본부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기획처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없음



  

 
 3. 조세정리관리 파일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조세정리관리 파일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목적 압류재산 매각 및 처분 관리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E-Mail(선택), 집연락처(선택), 직장연

락처(선택), 핸드폰(선택), 주민번호(선택), 계좌번호(6)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 시스템연계를 통한 수집

○ 오프라인 수집(법정서식인 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수집)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영구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자 없음

근거 없음

개인정보의 

범위
없음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893,779명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범위 해당 업무부서 및 시스템 관리자

공동사용부서 조세채권관리처, 12개 지역본부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조세채권관리처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없음



  

 
 4. 국민행복기금관리 파일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국민행복기금관리 파일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목적 국민행복기금 채권관리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E-Mail(필수), 집연락처(필수), 휴

대폰(필수) , 주민번호(필수), 여권번호(필수), 운전면허번호

(필수), 외국인등록번호(필수), 아이디, 비밀번호, 부양가족

수, 소득정보, 자산정보, 계좌정보, 대출정보, 상환정보, 연체정

보, 경매정보, 소송정보, 법조치정보, 특수채무자정보 (18)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 온라인 수집(인터넷 신청 등)

○ 금융회사로부터 인수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5년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자 없음

근거 없음

개인정보의 

범위
없음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1,845,211명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범위 해당 업무부서 및 시스템 관리자

공동사용부서
가계지원총괄처, 가계신용지원처, 가계재기지원처, 채권인수처,

12개 지역본부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신용지원처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없음



  

 
 5. 희망모아관리 파일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희망모아관리 파일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목적 희망모아 채권관리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E-Mail(필수), 집연락처(필수), 핸

드폰(필수), 주민번호(필수), 아이디, 비밀번호, 부양가족수,

소득정보, 자산정보, 계좌정보, 대출정보, 상환정보, 연체정보,

경매정보, 소송정보, 법조치정보, 특수채무자정보 (18)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 온라인 수집(홈페이지 회원신청, 전자접수 등),

○ 금융회사로부터 인수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5년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자 없음

근거 없음

개인정보의 

범위
없음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1,177,397명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범위 해당 업무부서 및 시스템 관리자

공동사용부서 가계지원총괄처, 12개 지역본부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지원총괄처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없음



  

 
 6. 소액대출관리 파일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소액대출관리 파일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목적 소액대출 대부금 회수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직장주소(필수), 집연락처(필수),

직장연락처(필수), E-Mail(필수), 주민번호(필수), 운전면허

번호(필수), 여권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필수), 아이디,

비밀번호, 직업, 결혼유무, 직장정보, 소득정보, 계좌번호, 자

영업구분 (13)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 온라인 수집(홈페이지 회원신청, 전자접수 등)

○ 오프라인 수집(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수집)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5년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자 없음

근거 없음

개인정보의 

범위
없음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54,308명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범위 해당 업무부서 및 시스템 관리자

공동사용부서 가계지원총괄처, 12개 지역본부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지원총괄처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없음



  

 
 7. 한마음금융관리 파일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한마음금융관리 파일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목적 한마음금융 대부금 회수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E-Mail(필수), 집연락처(필수), 핸

드폰(필수), 주민번호(필수), 아이디, 비밀번호, 부양가족수,

소득정보, 자산정보, 계좌정보, 대출정보, 상환정보, 연체정보,

경매정보, 소송정보, 법조치정보, 특수채무자정보 (18)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 오프라인 수집(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수집)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5년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자 없음

근거 없음

개인정보의 

범위
없음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120,956명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범위 해당 업무부서 및 시스템 관리자

공동사용부서 가계지원총괄처, 12개 지역본부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지원총괄처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없음



  

 
 8. 채권관리 파일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채권관리 파일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목적 채권의 보전 추심의 수임 및 인수정리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필수), 집주소(선택), 직장주소(선택), E-Mail(선택), 집

연락처(선택), 직장연락처(선택), 핸드폰(선택), 주민번호(필

수), 아이디, 비밀번호, 부양가족수, 소득정보, 자산정보, 계좌

정보, 대출정보, 상환정보, 연체정보, 경매정보, 소송정보, 법조

치정보, 특수채무자정보 (18)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금융회사로부터 인수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5년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자 없음

근거 없음

개인정보의 

범위
없음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1,639,611명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범위 해당 업무부서 및 시스템 관리자

공동사용부서 가계지원총괄처, 12개 지역본부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지원총괄처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없음



  

 
 9. 민원처리관리 파일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민원처리관리 파일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법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목적 공사 민원사무 처리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E-Mail(선택), 집연락처(필수), 휴

대폰(필수), 집주소(필수)(6)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온라인 수집(홈페이지 회원신청, 전자접수 등)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10년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자 없음

근거 없음

개인정보의 

범위
없음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52,710명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범위 해당 업무부서 및 시스템 관리자

공동사용부서 경영지원실, 전부점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경영지원실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