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담당 기관 : PDPC(www.pdpc.gov.sq)
O 기관 개요 : PDPC(Personal Data Protection Commission)는 관련 법률
(Personal Data Protection Act)에 근거하여 2013년 설립되었으며,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 정책/가이드라인 개발, 교육 등의 업무 수행
O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우편, 팩스, 이메일
O 신청 가능 민원 :
- 개인정보 침해, 스팸 전화, 무허가 대출, 온라인 도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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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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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검토
우리가 당신의 민원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보유한 것을 확인하거나 신청을 검토하려면, 아래의 해당 링크를 클릭하세요. 링크는 당신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우리와 검토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 절차는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데이터 보호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공개, 보호에 대한 침해 혹은 접근, 수정에 대한 검토

전화하지 마세요.(DO NOT CALL)
요청하지 않은 마케팅 전화, 문자 메시지, 팩스 등

무허가 대출/온라인 도박
요청하지 않은 대출 혹은 온라인 도박과 관련된 마케팅 전화, 문자 메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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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민원 신청
PDPC는 민원인이 대상 기관(기관)에 먼저 연락해서 대상 기관의 조치에 대한 원인을 분명히 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대상 기관에 개인정보 보호 민원을 신청하는 것에 대한 조언
(a) 민원을 가능한 신속하게 신청하세요. 시간을 지체하면, 대상 기관이 당신의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b) 대상 기관과 연락한 기록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세요.
© 대상 기관과 연락할 때, 대상 기관이 당신의 민원을 어떻게 조치했으면 하는지를 명확하게 작성하세요.
당신은 다음 양식을 사용해서 민원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대상 기관과 연락할 수 있습니다.

• 편지 양식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여기에서 민원을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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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민원

당신의 개인정보가 대상 기관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혹은 조회, 수정과 관련된 검토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민원을 작성
하세요. 이 절차는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보고서 개인정보 보호 민원 / 검토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우리는 이메일 혹은 전화를 이용해서 당신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인쇄된 증빙 자료를 가지고 있으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아래 주소로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중략>
집행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질문이나 도움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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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민원
주의
• 이 양식은 작성하는데 5~10분이 소요됩니다.
• * 표시된 항목은 필수입니다.

민원인 정보
이름*

/ 연락 번호*

/ 이메일 주소*

대상 기관 정보
이름*

/ 관계*

담당자 이름

/ 담당자 연락 번호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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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상세 내역
대상 기관에 대한 문제*
□ 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공개하는데 동의를 받지 않았다.
□ 보유한 나의 개인정보를 분실하였다.
□ 특정 목적으로 수집한 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
였다.
□ 대상 기관에 내 개인정보 접근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거나 일정 기
간내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다.
□ 대상 기관에 내 개인정보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거나 일정 기
간내 수정을 허용하지 않았다.

□ 내 개인정보 접근 요청과 관련된 비용이 과도하다.
□ 기타(아래에 상세히 작성해 주세요.)

문제의 내역과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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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중략>
다른 파일 첨부

선언
<중략>

□ 위의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아래 이미지에 있는 글자를 입력하세요. *
(대소문자에 주의해 주세요.)

제출 /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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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 양식>
[이름]
[주소]
[일자]
[대상 기관의 이름, 주소]
[대상 기관가 당신을 식별하는 정보, 즉 참조 번호 혹은 계정 번호]
[당신이 연락하는 사람의 이름]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공개에 대한 문제
1.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귀 기관의 정책과 업무 방식에 대하여
불만이 있습니다. 본인은 다음에 대하여 귀사의 답변을 원합니다.
a.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세요.
b. 대상 기관의 조치가 당신에게 미친 영향을 설명하세요.
c. 대상 기관가 당신의 개인정보 보호 개선을 위하여 취하기를 희망
하는 조치를 설명하세요.

2. 이 편지를 수신한 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답변해 주세요. 그 기간 내에
답변할 수 없다면, 즉시 저에게 알려 주세요.

3. 문의할 것이 있으면 저에게 [전화번호 / 이메일 / 주소]로 연락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서명]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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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