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양산시배드민턴협회장 선거 관련

선거인 후보자(대의원) 자격 및 제출서류
□ 선거인 후보자(대의원) 자격 관련근거
■협회 규약(정관)
제7조(총회 구성 및 기능) ① 종목단체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제5조 3항에 따른 읍면동종목단체의 회장 및 체육동호인클럽(스포츠클럽포함)
의 회장 ,학교팀(운동부)의 (교, 총)장으로 구성한다.
2. 제5조 4항에 따른 시규모연맹체의 장
제8조(대의원 임기)
② 제7조 5항에 의한 대의원의 임기는 해당 총회 일로부터 차기총회 개최 전일까지
로 한다.
※ 2020년 정기총회 ~ 2021년 정기총회 전일까지

□ 선거인 후보자(대의원) 제출서류 관련근거
■협회 선거관리규정
제36조(총회에서의 회장 선출) ① 협회(연맹 또는 회)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
장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

□ 붙임 제출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선거인 후보자 제출 양식)
2. 제출기한 : 2020.12.21.(월)까지
3. 제출방법 : 팩스(0504-318-9709) 또는 메일(ysbaking@naver.com)로 제출

양산시배드민턴협회 선거관리위원회

[별지 제1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선거인 후보자 제출 양식)

양산시배드민턴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양산시배드민턴협회 선거인 후보자(대의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내역
구분

수집 이용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속, 직업,
전화번호, 이메일, 단체명 등

수집 이용 목적
보유기간
대의원 본인 확인 및
선거 투표 시 확인 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
필수
3년 보관
선거
관련
안내문
전화번호, 이메일 등
발송
※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후보자
안내가 지연되거나 투표 후보자 선정 및 투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의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수집 이용 목적
양산시
배드민턴협회
선거관련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선거 후보자 공약 안내 선거 종료 후 즉시 파기
후보자
시·도체육회 단체명
선거 민원업무 관련 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
시·군·구체육
처리
3년 보관
회
※ 위의 개인정보 제공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하고 있습
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고지 받았습니다. (예, 아니오)
년
본인

성명

월

일
(서명 또는 인)

양산시배드민턴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