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통신사 정보 활용 동의서 (여신금융거래, 통신정보 조회)[금융거래 우대 혜택을
위한 이동통신사 정보 선택적 동의]※ 아래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 고유식별정보
제공 동의,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 모두 동의한 경우, 금융거래 우대 혜택
(한도상향, 금리인하)을 받을 수 있습니다.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
의서 ㈜ SBI저축은행 귀중귀 저축은행과의 여신(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 저축은행이 본
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조회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4조의 2 [신
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여신(금융)거래라 함은 대출, 지급보증, 어음할인과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1. 수집.이용에 대한 사항
1) 수집.이용 목적 :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유지,이행,사후관리,통계분석, 모형개발에
활용
2) 수집.이용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 : 고유식별정보
- 통신사 정보
○ KT 정보
: 각 서비스별 가입정보, 주소, 전화번호, 최근 1년 간 일시정지/직권해지/명의도용 내
역,
이용료 청구/납기/수납/연체정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정보, 단말할부정보, 결제정보,
통화량정보, IPTV이용량정보, 통신이용패턴정보, 앱고객센터접속이력, 단말기 변경이력,
상품정보
○ LGU+ 정보
: 최초가입일로부터 경과일수, 상품 결합여부, 단말기기변경 경험개월수,
패밀리결합 사용개월수, 모바일 홈 결합상품 사용개월수,
단말기 잔여할부금액 합계, 단말기 잔여할부개월수, 최근3개월총청구금액,
평균청구금액, 최대수납금액, 정지개월수, 고객센터 접속건수, 모바일 발신 시간,
모바일DATA최대사용패킷량, 일반전화 최대사용시간, 자동이체납부여부,
납부방법변경여부, Telco Score 등
○ SKT 정보
: 보유 회선수, 평균 기본료, 최초가입일로부터 경과일수, 상품 결합경험여부, 잔여할부
금액,
단말기 할부금액, 할부시작후 경과개월수, 청구금액, 미납금액, 미납개월수, 정상납부개
월수,
소액결제 금액, 정지개월수, 요금체납 정지건수, 고객센터 접속개월수, 평균통화시간,
평균 데이터 사용량, Telco Score 등
3) 보유.이용 기간
- 여신금융거래 :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단,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당사의 리스크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만 보유.이용)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당행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여,수신, 내,외국환, 카드 및
제3자 담보제공 등)해지 및 서비스(대여금고, 보호예수, 외국환거래지정,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을 뜻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선택적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통신정보를 활용한 금융거래 우대
혜택 등이 불가합니다.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1) 제공.조회 받는 자

- 신용조회회사 : 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
2) 제공.조회받는자의 이용 목적

- 통신사 고객정보 조회를 위한 개인 식별 목적
3)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제공 정보: 개인식별정보
- 조회 정보 : 통신사 정보
○ KT 정보
: 각 서비스별 가입정보, 주소, 전화번호, 최근 1년 간 일시정지/직권해지/명의도용 내
역,
이용료 청구/납기/수납/연체정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정보, 단말할부정보, 결제정보,
통화량정보, IPTV이용량정보, 통신이용패턴정보, 앱고객센터접속이력, 단말기 변경이력,
상품정보
○ LGU+ 정보
: 최초가입일로부터 경과일수, 상품 결합여부, 단말기기변경 경험개월수,
패밀리결합 사용개월수, 모바일 홈 결합상품 사용개월수,
단말기 잔여할부금액 합계, 단말기 잔여할부개월수, 최근3개월총청구금액,
평균청구금액, 최대수납금액, 정지개월수, 고객센터 접속건수, 모바일 발신 시간,
모바일DATA최대사용패킷량, 일반전화 최대사용시간, 자동이체납부여부,
납부방법변경여부, Telco Score 등
○ SKT 정보
: 보유 회선수, 평균 기본료, 최초가입일로부터 경과일수, 상품 결합경험여부, 잔여할부
금액,
단말기 할부금액, 할부시작후 경과개월수, 청구금액, 미납금액, 미납개월수, 정상납부개
월수,
소액결제 금액, 정지개월수, 요금체납 정지건수, 고객센터 접속개월수, 평균통화시간,
평균 데이터 사용량, Telco Score 등

4) 제공.조회 받은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 SKT / LGT : 등록사유 발생과 관련 있는 거래가 존속하는 기간
- KT : 제공받은 후 1일까지 (다만, 서비스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해결 시까지 보유하
며,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릅니다.)
5)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 조회결과 금융거래가 개시되는 경우, 해당 거래 종료일까지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 조회결과 귀하가 신청한 거래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
은 소멸합니다.
*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의미합니다.
Ⅱ.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케이티, ㈜LG유플러스, SK텔레콤㈜ 귀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22조, 제2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24조의2 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 에게 제공할 경우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 제공 하는 자 : ㈜케이티, ㈜LG유플러스, SK텔레콤㈜
2) 개인(신용)정보 제공 받는 자 : 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
3) 개인(신용)정보 제공 목적 : 금융회사의 심사, 관리 등 목적 활용을
위해 제공
4) 제공 개인(신용)정보 :
- 개인식별정보 : 중복가입확인정보(DI)
- 통신사정보
○ KT 정보
: 각 서비스별 가입정보, 주소, 전화번호, 최근 1년 간 일시정지/직권해지/명의도용 내
역,
이용료 청구/납기/수납/연체정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정보, 단말할부정보, 결제정보,
통화량정보, IPTV이용량정보, 통신이용패턴정보, 앱고객센터접속이력, 단말기 변경이력,
상품정보
○ LGU+ 정보
: 최초가입일로부터 경과일수, 상품 결합여부, 단말기기변경 경험개월수,
패밀리결합 사용개월수, 모바일 홈 결합상품 사용개월수,
단말기 잔여할부금액 합계, 단말기 잔여할부개월수, 최근3개월총청구금액,
평균청구금액, 최대수납금액, 정지개월수, 고객센터 접속건수, 모바일 발신 시간,
모바일DATA최대사용패킷량, 일반전화 최대사용시간, 자동이체납부여부,
납부방법변경여부 등

○ SKT 정보
: 보유 회선수, 평균 기본료, 최초가입일로부터 경과일수, 상품 결합경험여부, 잔여할부
금액,
단말기 할부금액, 할부시작후 경과개월수, 청구금액, 미납금액, 미납개월수, 정상납부개
월수,
소액결제 금액, 정지개월수, 요금체납 정지건수, 고객센터 접속개월수, 평균통화시간,
평균 데이터 사용량, Telco Score 등
5)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 SKT / LGT : 등록사유 발생과 관련 있는 거래가 존속하는 기간
- KT : 제공받은 후 1일까지 (다만, 서비스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해결
시까지 보유하며,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