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가구주
(신청인)

성명 주민번호 전화(핸드폰)
주소 성별

신청인
(가구주 또는 가구원)

성명 전화(핸드폰)

가족사항 가구원수 (   )명, / 5세미만 가구원수(   )명, 18세미만 가구원수(   )명,  65세이상 가구원수(   )명

신청기준
(소득정보)  기초생활보장급여 체크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계층, 세대구분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사항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성별, 연령(가구원), 기초생활보장
형태, 세대구분 등 신청서 기재사항
바우처카드번호, 바우처카드 사용내역(사용처, 구입품목, 가격)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 사업 추진 운영·관리 및
보조사업 결과조사 및 성과분석 등을 위함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2. 2 ∼ 2026. 12. < 5년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 >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관할 행정기관(시·군·구) 및 농식품부, 전담기관(aT), 식생활교육기관, 만족도조
사기관, NH농협은행(비즈플레이), 연구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건복지부

정보 제공 목적 자격확인, 농식품바우처 사업관리, 수혜자 만족도 조사
※ 귀하는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농식품바우처 시

범사업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개인정보) 

공동이용

공동이용목적 농식품바우처 자격 확인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이용대상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동이용 대상 기관 보건복지부(생계·의료급여·차상위자격), 교육부(교육급여), 국토교통부(주거급여)

신청인은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 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및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신청을 위하여 본인
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개인정보를 제공‧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  ] 동의    [  ]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여부    [  ] 동의    [  ] 동의안함

개인정보 공동이용 동의여부    [  ] 동의    [  ] 동의안함

2022.  0. 00.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000 읍·면·동장  귀하

 ※ 위임인(신청인)은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의 보조금 교부 신청, 청구, 정산 등 관련 사항을 
행정기관에 위임하며, 위 정보는 본 시범사업의 신청 및 보조금 지급, 정산 자료로 활용
할 것임을 확인함.    

2022.   0.  00.
                                          위임인(신청인) :                    (인 또는 서명)

                                                             000 시장(군수)  귀하
읍·면·동 확인내용 업무 담당자 확인

 ▪ 시군 거주자 여부(신청일 기준) : 여(  ), 부(  )

직
성명             (인)

 ▪ 농식품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결과 : 적정(   ), 부적정(   )

 ▪ 전년도 농식품바우처 참여 여부 : 여(  ), 부(  )

 ▪ 꾸러미 배달서비스 희망 여부 : 여(  ), 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