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 개인(신용)정보, 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 

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구분 수집∙이용 목적 

서비스제공 및 

본인 식별 

이동전화서비스, 멤버십 서비스, 부가서비스, 통신과금서비스, 제휴서비스 등 제반 서비스(이하 ‘서비스’) 제

공 및 이와 관련된 본인 확인 또는 인증, 결제절차진행(통신과금서비스), 통화품질 조사 등 서비스 품질 확

인, 정상개통여부 확인, 서비스 상담 및 미납 안내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연락 등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상품 배송, 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 확인, 서비스 관련 상담·불만 처리, 서비스 이용 관련 혜택·유의사항·

편의사항 등 정보 제공 

요금정산 및 과금 
‘서비스’ 이용요금 정산, 청구, 수납, 자동이체, 추심, 청구서 송부, 요금 관련 상담, 불만 처리, 요금 관련 혜

택(요금감면, 금융할인, 제휴서비스관련 요금할인, 제휴 혜택), 유의사항, 편의 사항 등 정보제공 

통계분석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인구통계학적 분석자료 또는 지역, 시장조사 자료(연령별, 성별, 지역별 통계분석, 

시장조사 등) 등 작성, 이용, 제공 

 

2) 수집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항목 세부항목 

식별정보 

성명(법인명),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

신고번호, 전화번호, 국적, 체류기간,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신분증 진위확인정보(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

허증 발급일자), 모바일웹 ID, 주소, e-mail 주소, 계좌(카드)번호 

연락처정보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거래정보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거래정보 

계좌정보 계좌(카드)번호, 예금주(카드 소유주)명, 생년월일 

금융정보 급여·연금, 아파트관리비 이체실적, 카드출금실적, KB스타클럽 여부, KB금융상품보유 여부 등 

생성정보 

발·수신번호(통화 상대방 번호 포함), 통화시각, 사용도수, 서비스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도메인 주소정보 및 접속URL 정보 포함), 결제기록, 이용정지기록, 멤버십 정보(멤버십 가입 고객에 한

함), 기타 요금 과금에 필요한 데이터 및 이를 조합하여 생성되는 정보(요약개인정보, 데이터마이닝 분석 

정보 등), Application 사용관련정보(사용 App.정보, 사용량 등) 

기타 서비스 제공 

관련 필요 정보 

개인위치정보, 단말기 정보(모델, IMEI번호, USIM번호(ICCID, IMSI 등), 단말기S/W버전정보, MAC 

Address 등), 직업, 부가서비스·번호이동·할부매매계약 내역,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 및 해지일·이동전화 

가입 기간 등 

위 정보는 가입 당시 정보뿐만 아니라 정보 수정으로 변경된 정보를 포함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보유·이용기간 예외사항 

서비스 계약 해지시까지 

(단, 여러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일부 서비스에 

대하여만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 

이용약관, 관계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까지 

보유. 

 



나. 개인 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 위치정보의 수집방법, 이용범위 

수집방법 이동전화 단말기, 기지국 위치, GPS, WiFi, RFID태그 및 위치정보수집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집 

이용범위 서비스제공, 서비스이용 요금정산, 개별적으로 위치기반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서비스 제공·요금정산 등 
 

2) 국민은행은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매제공 사업자로부터 다음의 정보를 제공받아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공자 
제공받는  

항목 
수집 및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엘지유플러스 
위치정보 

(기지국 정보) 

•요금정산, 통화내역 열람 등 고객의 민원업무 

•대외기관 업무 처리 

•민원업무 완료시 

•대관업무 완료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 본인식별, 요금정산, 과금 등을 위해 개인정보,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