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 제공은 특정서비스 가입∙이용시만 이루어지며 아래 제공 목적, 제공정보, 제공받는 자 및 그 보유∙이용기간이 변동되는 

경우 홈페이지(https://www.liivm.com)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상세히 고지합니다. 

제공 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행

정안전부, 경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신분증 진위확인 
성명, 고유식별정보, 국내거소신고번호, 생년

월일, 국적, 신분증 발급일자 등 신분증기재사항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방송통신신용정보 공동관리(식별, 체납, 

복지, 이용정지) 외국인정보인증 

•명의도용 예방 및 분쟁조정, 명의도용

방지 SMS안내 

•분실단말기 공동관리 

•휴대폰 대출방지 

성명, 고유식별정보, 국내거소신고번호, 생년

월일, 국적, 신분증 발급일자 등 신분증기재사

항, 당행 가입자여부, 이용내역, 연체금액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복지요금감면 자격확인 및 자격 변동확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복지대상 신분증 기재사항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번호이동업무, 인터넷/음성/책자 등을 

통해 번호를 안내하는 서비스 

성명, 이동전화번호, 가입통신사정보, 우편번호, 

주소, 고유식별정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행정안전부, 법무부 
•사망, 완전출국확인 성명, 고유식별정보, 국내거소신고번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행정안전부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여부 확인 

미성년자 및 법정대리인의 성명, 고유식별번

호, 국내거소신고번호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등록 이용제한 (KISA요청시 한함) 스팸 신고된 성명, 이동전화번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통신사 

•통신요금 연체통지서비스 (대상고객) 
성명, 연체정보 등록예정일, 제공기관,  

통신 중복가입 방지정보(공통DI)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타통신사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통신가입사실 우

편 안내서비스 
성명,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상주소지 

㈜엘지유플러스 

•개통, 통신과금서비스, ㈜엘지유플러스

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영업전산시스

템, 이용자 및 서비스이용에 대한 통계분

석 등 고객의 이동통신 이용관련 업무처

리 

성명, 고유식별정보, 국내거소신고번호, 생년월

일, 국적, 발급일자 등 신분증 기재사항, 주소, 가입

여부, 이용내역, 신용정보 등 이동통신 이용관련 업

무처리에 필요한 고객의 개인정보 

금융결제원,  

자동납부 신청 카드사 
•카드 자동납부 (이용자에 한함) 

납부자번호,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매출일자, 매출총액, 할부기간, 카드번호, 카드사

명, 유효기간 

https://www./


금융결제원, 자동인출 

신청 금융기관 
•계좌 자동이체 (이용자에 한함) 

납부자번호,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출금일자, 

출금금액,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금융결제원, KS-NET, 

즉시납부 신청 카드사 
•카드 즉시납부 

납부자번호, 고객명,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청

구금액, 카드번호, 카드사명, 유효기간, 할부기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타통신사 
•해지 미환급금 안내 성명, 이동전화번호, 생년월일 

※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보제공일부터 서비스해지 또는 제공계약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이용하며, 

이용기간이 종료한 시점에 파기.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