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홈페이지

www.rrn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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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처리 절차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변경
신청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신청대상은?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청인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와 입증 자료 지참,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시·군·구는 변경위원회에
변경 결정 청구

준비자료

변경 결정
청구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피해(우려)를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변경 신청서 작성·제출

심사·의결
및
결과 통보

유출 입증

변경위원회는 6개월 이내
심사·의결, 시·군·구에 결과 통보
※긴급하게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성폭력·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2~3주 이내
심사·의결 가능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소명하는 자료
(개인정보유출통지서,
명의도용사실확인서,
금융기관확인서 등)

입증
자료

시·군·구는 신청인에게
심의 결과 통지

심의 결과
통지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입증
피해를
소명하는 자료

후속 조치

(녹취록, 진술서 등)

• 은행·보험·통신 등 민간기관은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직접 변경 신청
• 복지·세금·건강보험 등 공공기관은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자동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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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를

행복한 삶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바꿀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으셨나요?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변경
신청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신청대상은?

신청인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와 입증 자료 지참,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등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시·군·구는 변경위원회에
변경 결정 청구

변경 결정
청구

준비자료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피해(우려)를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변경 신청서 작성·제출

심사·의결
및
결과 통보

변경위원회는 6개월 이내
심사·의결, 시·군·구에 결과 통보
※긴급하게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성폭력·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2~3주 이내
심사·의결 가능

유출 입증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소명하는 자료
(개인정보유출통지서,
명의도용사실확인서,
금융기관확인서 등)

입증

시·군·구는 신청인에게
심의 결과 통지

심의 결과
통지

자료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입증
피해를
소명하는 자료
(녹취록, 진술서 등)

후속 조치
• 은행·보험·통신 등 민간기관은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직접 변경 신청
• 복지·세금·건강보험 등 공공기관은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자동 연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