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 꾸러미 및 마켓경기 온라인 쿠폰 지급 신청서]
※ 접수기간(‘20.6. .~. .)내 신청서 미제출 및 개인정보공개 미동의시 미희망으로 간주하며, 지원 불가함

자녀 소속반 자녀이름
농산물꾸러미 

희망여부
꾸러미 수령인 정보

희망 미희망 보호자 성명 핸드폰 번호 배송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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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소속반 자녀이름

온라인(마켓경기)

희망여부

마켓경기 쿠폰 지급 ‘네이버 ID’ 정보
(네이버 ID가 없을시 가입후 기재, 다자녀일 경우 한 개의

ID에 자녀수만큼 쿠폰 지급)

희망 미희망 보호자성명 핸드폰 번호 네이버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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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동 법률에 따라 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 14에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꾸러미 지원사업 참여 동의시

□에 √표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식재료 꾸러미와 마켓경기 온라인 쿠폰을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1. 수집·이용 목적 

- 농산물 꾸러미 배송, 마켓경기 온라인 쿠폰 발급

2. 수집 개인정보 항목 : 소속반, 자녀이름, 보호자 성명,

   보호자 핸드폰 번호, 배송지 주소, 보호자 네이버 ID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꾸러미 지원 사업 종료시까지

4.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시 꾸러미 배송 및 온라인 쿠폰 발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기관 소재 시장·군수

  (대안교육기관 담당부서의 장), 농산물 꾸러미 제작 및 

  유통업체(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등), 마켓경기 

  온라인 쿠폰 지급 업체(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등)

2. 수집·이용 목적 : 농산물 꾸러미 구성 및 배송, 마켓경기

  온라인 쿠폰 지급

3. 수집 개인정보 항목 : 소속반, 자녀이름, 보호자 성명,

   보호자 핸드폰 번호, 배송지 주소, 보호자 네이버 ID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꾸러미 지원 사업 종료시까지

5.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시 꾸러미 배송 및 온라인 쿠폰 발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 농산물 꾸러미는 표준안 대로 배송될 예정이며, 당초 구성품 생산이 어려울 경우 대체품으로 공급될 수 있음.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미집행 급식 예산 활용 농산물 꾸러미」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 6   . 

기관명 (                ) 대표자 귀하                      신청인 성명 :           서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