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3.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정보

서비스

제공자

제공받는 항목

수집 및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T 월드,

한국정보인증

연계정보(CI) & 중복확인정보(DI)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식별 / 인증절차에

본인식별 / 인증완료시까지

T 멤버십/T 우주 LITE,

이용

T 다이렉트샵(구
T 월드 다이렉트),
T world Biz(구
기업 Tworld,
Tworld 법인폰),
나이스평가정보

연계정보(CI) & 중복확인정보(DI)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식별 / 인증절차에

본인식별 / 인증완료시까지

이용
SK 브로드밴드㈜
T 월드

SK 브로드밴드가 제공하는 통신서

SK 브로드밴드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인터넷,

회원탈퇴/동의 철회시 즉시

비스(인터넷, 전화, B tv, 케이블인

전화, B tv, 케이블인터넷, B tv 케이블, 케이블

파기(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터넷, B tv 케이블, 케이블인터넷

인터넷 전화 등) 이용/가입/변경/해지 및 요금

있을 경우 관련 법령 준수)

전화 등) 가입시 수집·이용에 동

등 통신서비스 관련정보 제공

의한 정보
Bill letter

한국모바일인증

연계정보(CI)

서비스(각종 요금안내서 등) 이용에 따른

본인식별 / 인증완료시까지

본인식별 / 인증절차에 이용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정보 Timestamp

“서비스” 기능 제공

(최종변경 시각)

서비스 제공(이용) 기간 동안 보
관하며, 서비스 해지 시 1년간
보관 후 파기
※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단,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는 해지 후에도 파기되지
않음
운전면허 결과 코드,

“서비스” 기능 제공

서비스

제공(이용)

운전면허 정보 진위 확인 코드,

보관하며,

서비스

운전면허증 사진,

1 년간 보관 후 파기

기간
해지

동안
시

운전면허 유형코드,

※

단,

블록체인에

기록된

발급일자,

정보는 해지 후에도 파기되지

적성검사시작 및 종료일

않음

서비스 ID,
NICE 평가정보,

사용처

“서비스” 기능 제공

NICE 정보통신,

검증 결과

보관하며,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검증 일시

1 년간 보관 후 파기

)

검증 방법
연계정보(CI) & 중복확인정보(DI)

서비스

제공(이용)

기간

서비스

동안

해지

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식별, 인증절차에 본인식별, 인증 완료 시 까지
이용

NICE 평가정보

이름,

성별,

이동전화번호, 이동통신 가입 확인을 위한 사용자 식별 및 모바일 가입증명서 발급을 위해
생년월일, 통신사, 내/외국인여부, 이동통신 서비스 모바일 가입증명 발행
서버에 임시로 저장하였다가
CI
증명서 발행 즉시 삭제
(단, 고객 단말기 내부
저장영역에 증명서

이니셜(initial)

형태로 저장/보관)
질병관리청

백신종류, 접종일, 회차, 접종기관, 국내 다중이용시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공 사용자 증명서 발급 후 즉시
예방접종식별번호,
일자리 시설 등 이용 시, 코로나 19 예방접종 파기
백신종류,

백신의

batch,

번호 정보 제출 및 검증

또는 로트번호,
접종국가, 접종기관식별코드
NICE 평가정보
5GX 클라우드게임

이름, 성별, 생년월일,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식별, 인증절차에

본인식별 / 인증완료시까지

연계정보(CI), 이동전화번호, 가입 이용
이동통신사 정보, 내/외국인 정보

5GX Market Place

나이스 평가정보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식별 / 인증절차에

본인식별/인증완료시까지

이용
도로교통공단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연계정보(CI) & 중복확인정보(DI)
운전면허

정보

최종변경

운전면허

결과

코드,

정보 진위 확인 코드

시각, “서비스” 기능 제공

운전면허

서비스 제공(이용) 기간 동안
보관하며, 서비스 해지 시
즉시파기

운전면허

유형코드,

적성검사시작
서비스

ID,

발급일자,

및

종료일,

운전면허증

사진,

운전면허증 사진, CI, 식별번호
NICE 평가정보,

사용처, 검증 결과, 검증 일시, “서비스” 기능 제공

서비스 제공(이용) 기간 동안

NICE 정보통신,

검증 방법

보관하며, 서비스 해지 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

1 년간 보관 후 파기
연계정보(CI) & 중복확인정보(DI)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식별, 인증절차에

본인식별, 인증 완료 시 까지

이용
(주)SK 브로드밴드

개인식별정보(셋톱 ID, 맥어드레스 AI 음성서비스(NUGU 서비스 등) 기능 제공
등), 디바이스

서비스 이용 기간

상태

정보(전원상태, 네트워크상태
등), 서비스이용정보(미디어시청정
보, UI 상세정보, 음성정보 등)
티맵모빌리티

TMAP 길안내 정보 (암호화된

NUGU 연동 및 NUGU 를 통한 TMAP 서비스

TMAP 회원 탈퇴

(TMAP)

사용자 ID, 암호화된 세션 ID, 현재

제공, 서비스 이용에 따른 민원사항의 처리

또는 NUGU 서비스 탈퇴,

NUGU

위치정보, 목적지 정보, 목적지

NUGU 디바이스 연결 해제

도착

시까지

예정시각, 경로정보, 주행정보, 경
로탐색옵션, 회원/단말 유효 구분
토큰, 명령요청시각, 요청단말정보)
티맵모빌리티

TMAP 길안내 정보 (암호화된

NUGU 연동 및 NUGU 를 통한 TMAP 서비스

TMAP 회원 탈퇴

(TMAP JLR/Smart

사용자 ID, 암호화된 세션 ID, 현재

제공, 서비스 이용에 따른 민원사항의 처리

또는 NUGU 서비스 탈퇴,

Navi)

위치정보, 목적지 정보, 목적지

NUGU 디바이스 연결 해제

도착

시까지

예정시각, 경로정보, 주행정보, 경
로탐색옵션, 회원/단말 유효 구분
토큰, 명령요청시각, 요청단말정보)

SK 스토아

성명, 주문번호, 주문상품정보, 주

NUGU 연동 및 NUGU 를 통한 SK 스토아

SK 스토아 회원 탈퇴

문상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에 따른 민원사항의

또는 NUGU 서비스 탈퇴 시까지

처리
(주)카카오엔터테인먼

멜론 ID, 멜론 MY 뮤직 이용내역

트
엔에이치엔벅스

(주)마보

이용권

정보, 아이디

서비스 내 이용자 식별, 회원관리 및 서비스

서비스 탈퇴 또는 연결해제

제공

시까지

또는 NUGU 앱 이용을 위한 가입정보 연동

벅스 회원 탈퇴 시 또는 서비스

닉네임, 본인인증 여부

및 CS 대응

제휴 계약 종료일

닉네임, 이용권 정보,

NUGU 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및 CS 대응

NUGU 회원

탈퇴

또는

마보

어플리케이션

회원 탈퇴 시까지

사용 이력(청취이력, 구매이력)

단, 관계법령상 보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한
기간에 따라 보관

MeetUs

(주)더존비즈온

(Amaranth 10 연동
MeetUs 서비스)
㈜케이티

이동전화번호, Amaranth 10 사용 이용자 확인, 이용동의 확인,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탈퇴 후 3 개월 (서비스

검증용 사용자 아이디(Amaranth 오류 정정 등 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탈퇴 후에는 고객민원 해결

10 로그인 아이디), 회사아이디,

외에는 고객정보를 이용하지

사용자명, 사용자 고유식별코드

않습니다)

KT 회선 본인 확인 및 암호화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절차에

회원 탈퇴/동의 철회 시 까지

동일인 식별 정보(CI)

이용

(단, 재가입 시 기존 내역
복구를 위한 기간(31 일) 이후

V 컬러링

즉시 파기)
㈜LG 유플러스

LG 유플러스 회선 본인 확인 및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절차에
암호화된 동일인 식별 정보(CI)

이용

회원 탈퇴/동의 철회 시 까지
(단, 재가입 시 기존 내역
복구를 위한 기간(31 일) 이후
즉시 파기)

initial 지갑

NICE 평가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통신사, 서비스 가입 및 이용을 위한 본인확인

내/외국인여부, 연계정보(CI)

서비스 제공 기간

㈜LG 유플러스

성명,

성별,

생년월일,

통신사, 서비스 가입 및 이용을 위한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 기간

내/외국인여부, 연계정보(CI)
X Caliber
배당조회서비스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연계정보(CI)

&

중복확인정보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식별 / 인증절차에

(DI)
㈜NICE 평가정보

성명,

회원 탈퇴시까지

이용
생년월일,

성별,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식별 / 인증절차에 본인식별 / 인증완료시까지

중복확인정보(DI), 이동전화번호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