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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위치정보, 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본 서비스 가입신청서에서 기재 (개시)한 본인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취급위탁포함)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거나 본인에게 상기내용을 고지/공개 하여야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의 이동전화 서비스, 부가서비스 및 마케팅 정보 제공 서비스 등을
제공받기 위해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귀사 및 도매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주), LGU+, (주)케이티 신용정보 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및 취급위탁하는 것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1. 개인정보 · 개인위치정보 수집 · 이용 (필수동의)
이용목적

◆ 이동전화서비스 · 부가서비스
통신과금 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제반서비스(‘서비스’라함) 제공
◆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본인식별 · 인증
◆ 서비스 품질확인 및 품질개선
◆ 서비스 관련 요금 정산 · 청구.
수납 · 추심 · 자산유동화
◆ 상담 · 불만 처리 및 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 위치정보사업 제공 및 개별적으로
위치기반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 요금정산 등
◆ 명의도용 방지, 가입의사확인

◆ 본인확인서비스
◆ 보편적 역무제공(요금감면 서비스)
◆ 요금감면 사무

수집항목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성별, 이동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e-maill 주소, 단말기 정보(모델명, IMEI, USIM 번호, MAC Address
등), 서비스 가입일, 해지일 · 가입기간, 계좌(카드) 정보, 예금주
(카드주) 정보, 국가유공자증명 · 복지할인 증명 등 제반증명, 서비스
과금정보, 단말매매계약 내역, 분할상환계약 내역, 통신과금서비스
거래정보, 휴대폰결제 비밀번호, 번호이동정보,
개인위치정보(이동전화 단말기, 기지국 위치, GPS정보, Zigbee
AP(Access, Point), Wiﬁ AP RFID 태그, USIM등 LBS 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수집),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발 · 수신번호
(통화상대방번호 포함)), 통화시각, 사용도수, 서비스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 IP정보, 결제기록, 이용정지 기록,
기타요금과금에 필요한 데이터 및 이를 조합하여 생성되는 정보 등)
개인위치정보(이동전화 단말기, 기지국 위치, GPS정보, Zigbee
AP(Access Point), WiFi APm RFIDE USIM등 LBS 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수집))
성명(법인명), 고유식별정보, 신분증 기재사항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이동전화번호, 이동통신사정보

성명, 국적, 여권번호, 등록번호, 생년월일, 회선번호

본인은 상기내용을 숙지 하였으며, 이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 서비스제공을 위한 제3자 제공동의 (필수동의)
제공받는자

제공정보

(주)엘지유플러스, (주)SK텔레콤 성명,주민등록번호, 유/무선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성별, 연령,
,(주)KT
은행(카드) 정보, 비밀번호 앞2자리, 사용 금액, 소득공제금액등
이동통신전체정보
(주)엘지유플러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신분증 발급기관 (행정자치부,
법무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서비스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 계의 해지 시 까지 (단,
일부 서비스만 해지한 경우는
제외)
가. 법령에 따로 정한 경우
에는 해당 기간까지
나. 요금관련 분쟁해결을 위해
해지 후 6개월까지 (단, 서비스
계약이 해지 된 고객이
요금정산이 미완료된
경우에는 해결 완료일로부터
6개월까지, 요금 관련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결 시까지)

이동전화서비스 계약 해지 시
까지
서비스 해지 시 까지

◆ 주민등록전산정보를 통한 실 사용자 확인 성명(법인명), 고유식별정보, 신분증 기재사항
◆ 외국인 출국여부 확인

보유기간

체류기간 까지

제공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서비스 제공 기간

성명,주민등록번호, 유/무선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성별, 연령,
은행(카드) 정보, 비밀번호 앞2자리, 사용 금액, 소득공제금액등
이동통신전체정보

이상영업 관리시스템 구축, 개발, 운영, 관리, 개선 / 이상영업 관리에 서비스 제공 기간
필요한 가입자 정보 접근, 가공, 분석 후 위탁자에 제공

고유식별정보, 신분증 기재사항

부정가입 방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생년월일, 국적,
신분증 기재사항, 당사가입자여부, 이용내역, 연체금액

이동전화번호, 스팸발신번호, 스팸메시지 내용, 스팸수신시간

방송통신신용정보공동관리(식별, 체 납,복지, 외국인정보인증),
업무 수행 기간
번호이동, 국제전화사기공동대응, 명의도용 예 방 및 분쟁조정,
명의도용 방지 SMS안내, 분실단말기 공동관리, 스팸발송자 서비스
가입제한
스팸신고 및 차단, 스팸발송으로 인한 이용정지 혹은 해지 사실의
타통신사에 의한 확인 등

서비스 가입 처리
완료 시 까지
서비스 제공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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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가
보훈처

성명,주민등록번호

복지할인을 위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확인

서비스 제공 기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미환급금 안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동전화번호

번호이동 업무처리

미환급금 환급 완료 후
6개월까지

KT, SK브로드밴드, LGU+, 온세텔레콤,
SK텔링크(국제전화및콜렉트콜사업자),
삼성SDS, CJ헬로비전, 한국케이블텔레콤,
드림라인,SB인터렉티브(국제전화사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동전화번호

국제전화 및 콜렉트콜 이용에 따른 요금 정산

서비스 제공 기간

성명, 생년월일, 이동전화번호, 청구일자, 청구금액, 과금자료
(창신번호, 통화일시, 발신번호, 통화시간), 미납금액 등

요금 결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

서비스 제공 기간

이동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이동전화 이용금액, 단말기
모델명, 인증실패사유 (한도초과등), 통신과금서비스 이용가능
고객 여부, 잔여한도 및 미납여부

통신과금서비스(휴대폰결제) 인증 및 이용금액 정산

비즈인사이트, 녹십자 헬스케어

국세청

고객명, 전화번호, 모델명, 일련번호, 출고가격, 주소, 개통일자,
생년월일, 해지일시, 우편번호, 이메일, 마케팅 동의 여부

알뜰폰 멤버십 (파손보험, 생활정보) (부가서비스 가입신청
고객한함)

서비스 제공 기간
서비스 제공 기간

F&U 신용정보,
미래신용정보(주), (주)케이티

미납금, 이동전화번호, 주소, 연락처, 청구금 등 미납요금회수를
위한 정보 일체

미납요금의 회수 등 채권 추심 업무,
미납관리 대행(채권추심사 재위탁)

환급금 완료 후
6개월까지

SK텔레콤, SK 주식회사 C&C

이동전화번호, 서비스 유형, 고객명, 주소, 단말기명, 대리점명 등

원활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반 업무 수행 (통화품질
관리 및 개선업무, 고객민원 처리, 불법회선 관리, 회사의 요청에
의한 데이터 추출 등)

도매제공 계약 만료
시 까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비스 해지 시 까지

설명, 국적, 여권번호, 등록번호, 생년월일, 회선번호

체류기간 까지

다날, 모빌리언스, 인포허브,
한국사이버결제, 온세통신,
드림라인, SK플래닛, 효성FMS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법무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

주민등록전산 정보 확인
외국인 출국 사실정보 확인

서비스 제공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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