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등) 및 민감정보(사상ㆍ신념, 정치견해,
건강, 범죄정보 등)은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청하신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첨부서류 중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행정안전부「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16조에 따라 동의 내용을 알리고 서명ㆍ날인한 동의서를 징구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처리 신청사항

제출 서류

□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 신고

□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 변경신고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ㆍ변경신고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 (신규등록, 변경등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목적) 신고 접수 및 허가를 위한 국적 확인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보유·이용기간)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시까지
* 근거: 외국인투자촉진법,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적확인이 불가하여 신고 접수 등이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성명)

수탁기관명

(서명, 날인)

Personal Information Consent Form
With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ersonal
information (e.g.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personal beliefs, political preference, health
information, criminal records) can only be used after the person’s consent. To process the following
notification forms, your personal information can be used. In this regar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 of the Standar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Guidelines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we ask for your consent to collect and use your personal information. Please read the
following carefully and sign where indicated to confirm your consent.
※ □ Please mark √ where applicable

Types of notification

Documents to be submitted

□ Foreign investment by acquisition of stock
[Notification /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 Change of information regarding the acquisition of stock
[Notification /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Document verifying the foreigner’s
nationality

□ Foreign investment in the form of long-term loans
[Notification / Change of information]

＜ Consent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
★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 (Objective) To confirm nationality to report or obtain approval of investment
◈ (Collected information) Name, address, phone number, foreigner registration number,
passport number
◈ (Preservation and use period) Until the preservation period for the submitted
documents is expired
* Governing law :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archives, etc.

◈ (Refusal to consent) You can refuse to give consent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your personal information, but in this case you will not be able to
make a report since nationality cannot be confirmed.
I acknowledge that I have read and understood the above and agree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Name)

Delegated Authority

(Signa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