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개인정보 파일 현황
(2021년8월 현재)
No

파일명

보유기간

운영근거

운영목적

1

원자력안전체험 신청자 정보

개인정보의 항목 (정보주체)

3년

정보주체의 동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청자 관리

기타 (성명, 연락처(핸드폰), 이메일)

업무대행 등록인력기준 정보관리

기타 (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이메일,전화번호,원자력관계면허/교
육정보,소속기관명,소속부서,직책,고용형태)

2

업무대행기관 인력 정보

영구

원자력안전법 제54조,동법시행령
제84조[별표4]

3

RO/SRO 면허보수교육 대상자
정보

영구

정보주체의 동의

4

방사능방재 교육 정보

영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
재대책법 제36조 및 정보주체의 동
의

방사능방재 교육

기타 (소속,성명,생년월일,성별,이메일,휴대폰번호)

5

민원신청

5년

정보주체의 동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용자 관리

기타 (성명,휴대폰번호,이메일)

정보주체의 동의

기타 (성명,핸드폰번호,이메일,생년월일,내외국인 여부,성별,주소,근무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용자 관리
태,근무기간,소속,직급)

6

질문과답변,경력증명서신청 등

3년

기타 (성명,생년월일,주소,휴대폰번호,근무처,부서 및 직위,직장주소,면
원자로조종감독자 및 원자로조종
허종류, 번호 및 발행일자,최종교육수료일자,교육기관,최근3년간 경력사
사 면허 보수교육
항)

7

품질관리 전문인력

영구

원자력안전법 제59조, 방사선규칙
제52조, 원안위고시(의료분야의 방
기타 (성명,생년월일,이메일,전화번호,소속기관명,소속부서,담당업무,근
의료분야 품질관리 전문 인력 관리
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제
무개월수)
9조

8

방사선감시소 현장지원 요원 정
보

영구

원자력법 시행령 제147조 3항(전 원활한 국가환경방사선감시망 운
국토 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의 운 영을 위한 방사선감시소 현장지원
영)
요원 정보 관리

9

원자력관계면허시험 및 국가기
술자격시험 합격자

영구

수탁업무처리일반규정(원자력관련
원자력관계면허 및 국가기술자격 기타 (주민등록번호,각종 자격 및 면허번호,성명,면허 및 자격정보,교육
면허시험) 및 국가기술자격법시행
등 면허대장 및 자격취득대장 관리
정보 및 경력,소속기관)
령 제33조의 2

10

방사선인허가 전자민원 신청 및
사이버질의(전자민원 회원자 및
사이버 질의자)

영구

사이버방사선안전정보센터를 통
원자력안전법 제 53조 및 동법시행
한 방사선인허가 관련 전자민원신
규칙 제 67조
청자 및 질의답변자 정보관리

11

방사선 사고 지원단

1년

정보주체의 동의

민간 방사선사고지원단 DB 유지
및 관리

기타 (성명, 성별, 사진,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폰, 소속기관 정보(이름,
주소, 전화, 팩스, 업종, 지역), 소지면허, 경력)

12

방사선위치추적관리 사용자 정
보(미 이용자 제외)

영구

원자력안전법 제53조, 제59조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운반보안)제7호,제8
호

방사선원 위치 추적, 관리

기타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소속기관명)

13

업무대행기관 등록정보

영구

원자력안전법 제54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69조

업무대행 등록 주체 정보관리

기타 (성명,주민번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명,생년월일, 주소, 전화번
호,팩스번호)

14

방사성동위원소등 허가기관 정
보

영구

원자력안전법 제65조 및 동법시행 방사성동위원소등 허가 주체 정보
규칙 제58조 ~ 제61조
관리

기타 (성명,주민번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명,생년월일, 주소, 전화번
호,팩스번호)

15

핵연료물질 허가기관 정보

영구

원자력안전법 제45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49조

기타 (성명,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명,생년월일,주소,전화
번호,팩스번호)

16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 이
용자 관리 정보

영구

원자력안전법 제53조, 제98조, 동 방사선안전관리통합망을통한 온
법시행규칙 제58조~제61조, 제67 라인 정기보고 이용자 정보 관리, 기타 (성명,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이메일,전화번호,원자력관계면허정
조, 제127조, 원안위고시(방사선방 방사선 인허가 관련 전자민원 신청
보,웹사이트아이디,비밀번호,소속기관명,소속부서,직책)
호등에관한 기준)
자 및 포털 이용자 정보 관리

17

방사성동위원소등 신고기관 정
보

영구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및 동법시행 방사성동위원소등 신고 주체 정보
규칙 제67조
관리

18

핵원료물질 신고기관 정보(폐지
기관 제외)

영구

원자력안전법 제52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56조

핵원료물질 신고주체 정보관리

기타 (성명,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명,생년월일, 주소, 전화
번호,팩스번호)

19

핵연료물질 방사선안전관리자
정보

영구

원자력안전법 제46조제4호, 동법
시행령 제72조제2호

핵연료물질 허가인력기준 정보관
리

기타 (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이메일,전화번호,원자력관계면허/교
육정보,소속기관명,소속부서,직책,고용형태)

20

방사선통합콜센터 이용고객 정
보

1년

정보주체의 동의

방사선통합콜센터 이용고객별 상
담내역관리 및 회신을 위한 고객
정보 보유

기타 (성명,전화번호,소속기관명)

21

RI등 허가기관 방사선안전관리
자 정보(선임자 및 해임자 전체)

영구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2, 제55조, 방사선안전관리자, 허가기관 인력 기타 (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이메일,전화번호,원자력관계면허/교
동법시행령 제82조의2~83조
정보 관리
육정보,소속기관명,소속부서,직책,고용형태)

2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취
급자 등록 기관 정보

영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취급자 등록 주체 정보관리

기타 (소속기관명, 담당자명, 생년월일, 이메일,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
호,주사무소 주소와 전화번호, 사업소 주소와 전화번호)

23

라돈측정기 우편대여서비스 접
수정보

1년

정보주체의 동의

라돈측정기 우편대여서비스를 위
한 신청인 정보 관리

기타 (성명,생년월일,휴대폰번호,주소)

24

외부방문자 기록 및 출입 사전
신청 기록, 외국인 접촉 신청 기
록

3년

정보주체의 동의

외부인 출입 및 접촉 기록 관리

기타 (성명,생년월일,휴대폰번호,직장 또는 주소,차량번호,국가,국내체류
지)

25

판독업무자 기관파일

영구

원자력안전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11조

판독업무자 정보관리

기타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팩스번호)

핵연료물질 허가 주체 정보관리

기타 (성명, 휴대폰 번호, 전화번호)

기타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휴대폰번호,전화번호, 이메일)

기타 (성명,주민번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명,생년월일, 주소, 전화번
호,팩스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