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Dataonair 회원 현황(‘21.05.31. 현재)

항  목 내   용

회원수 781명

수집내역
필수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

번호, 소속부서 및 단체명, 직급

선택 해당없음

고유식별번호 수집 해당없음

보유목적 데이터산업 정보, 지원사업 및 교육안내 등 뉴스레터 서비스 제공

보유기간 회원탈퇴시까지

2.데이터전문가 자격검정 회원 현황 (‘21.05.31. 현재) 

항  목 내   용

회원수 89,585명

수집내역
필수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연락처,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선택 사진, 장애정보

고유식별번호 수집 해당사항없음

보유목적
자격검정중복신청방지, 시험응시 및 확인서 발급, 재응시여부, 자격증 

발급 등

보유기간 회원탈퇴시까지(합격자 준영구)

3.데이터전문가 자격검정 합격자 명단 (‘21.05.31. 현재) 

항  목 내   용

회원수
46,049명

(데이터전문가 합격자 명단의 정보주체수는 데이터 자격검정 회원정보에 포함)

수집내역
필수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연락처,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선택 사진, 장애정보

고유식별번호 수집 해당사항없음

보유목적
자격검정중복신청방지, 시험응시 및 확인서 발급, 재응시여부, 자격증 

발급 등

보유기간 회원탈퇴시까지(합격자 준영구)

4.PMS시스템 회원정보 (‘21.05.31. 현재) 

항  목 내   용

회원수 14,862명

수집내역
필수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직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유선전화번호, 주소

선택 부서명, 직위

고유식별번호 수집 해당없음

보유목적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지원

보유기간 탈퇴 시 삭제(영구)

개인정보 처리 현황



5.데이터스토어 회원정보 (‘21.05.31. 현재)

항  목 내   용

회원수 23,610명

수집내역
필수 성명, 비밀번호, 이메일(계정), 메일수신여부

선택 직업, 휴대폰번호, 소속/회사, 부서, 전화번호, 관심분야, 관심카테고리

고유식별번호 수집 해당없음

보유목적 데이터 상품 중개 및 거래지원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6.DATA-STARS 회원정보 (‘21.05.31. 현재)

항  목 내   용

회원수 908명

수집내역
필수

(회원가입) 성명, 비밀번호, 소속기업,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공모관련)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참여인력 이름, 참여인력 직책, 

참여인력 생년월일, 참여인력 이메일, 참여인력 전화번호

선택 -

고유식별번호 수집 해당없음

보유목적

- 데이터 사업화 지원사업 관련 콘텐츠 제공, 공모신청, 본인인증 등 

서비스 제공

-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신고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원처리 목적

보유기간 (회원가입)회원탈퇴 시까지, (공모신청, 개인정보 관련)사용자 요청시까지

7.안심구역 회원정보 (‘21.05.31. 현재)

항  목 내   용

회원수 1,090명

수집내역
필수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소속기관분류, 

소속기관명, 이메일, 메일수신여부

선택 직급

고유식별번호 수집 해당없음

보유목적 중복가입확인, 이용신청, 이벤트 서비스, 설문조사 

보유기간 회원 탈퇴 시 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