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2.12 일기준

제공 목적 업체명 개인(신용)정보 제공항목 이용 및 보유기간

CDVAN 거래승인 중계
(주)한네트, 노틸러스효성, 롯데피에스넷, 에이티엠

플러스, 청호이지캐쉬, 한국전자금융㈜
 카드번호, 유효기한, CVC, 카드 거래정보(일시, 금액 등), IC Data 거래후 5년

Paybooc 서비스 인증 및 DB관리 통합 업무 브이피㈜
 카드번호, 유효기한, CI,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내외국인구분,CVV2,

Token번호(가상카드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민번호
5년

Outbound TM 상품판매 ㈜굿디, ㈜백옥에스원 성명, 휴대폰번호, 주소, 상품명, 상품수, 메모 최근 3개월

SMS 발송대행 ㈜KT, ㈜KskyB, 엘지유플러스㈜ 성명(마스킹), 휴대폰번호 15일

SPEED BC 펌뱅킹  VAN 서비스
㈜케이에스넷, 케이아이비넷주식회사, (주)쿠콘,세틀

뱅크(주)
생년월일(6자리 또는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납부자번호, 출금금액 거래완료 후 3년

모바일쿠폰 발송 대행 (주)다우기술 휴대폰번호, 성명 3개월

㈜신세계 한글성명, 휴대폰번호, 주소, 생년월일 3개월

에이케이에스앤드㈜ 성명, 주소, 휴대폰번호 3개월

㈜필포스트 성명, 주소 1개월

고객핸드폰 또는 청구지 전화번호를 가상번호로 연결 ㈜KT 자택전화, 직장전화, 휴대폰번호 카드배송완료시 즉시삭제

비씨골프 고객센터 운영 대행 ㈜스포츠엠씨 카드번호,성명,휴대폰번호,주소 3개월

신용정보보호상품(BCIC)모집(O/B TM) ㈜에이치엔씨네트워크 카드번호,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5년

라운.G 컬처 예매시스템 유지 및 보수 ㈜컬처닷컴 성명, 휴대폰번호,이메일주소, 회원등급,고객ID 3년

라운.G 컬처 온라인서비스 운영 클립서비스㈜ 성명, 휴대폰번호, 고객ID 주소,이메일주소 회원정보2년,녹취정보3년

명세서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엔티비코리아 카드번호,휴대폰번호,전화번호,성명, 주소 2년

이용대금명세서 모바일 발송 ㈜카카오페이
CI,카드상품명,성명(마스킹),청구일자,실청구일자,기준일자,청구금액,계좌번호(마스킹),

은행명,포인트(명),청구ID
1년

텔코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배송작업 완료후 1개월

㈜쿠프마케팅 성명,  주소,  휴대폰번호 1년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기, 공탁사건의

신청대리
믿음법무사사무소 성명, 주소, 주민번호 15일

보험TM 판매분에 대한 QA모니터링

(보험 청약 녹취콜 모니터링)
㈜에이치엔씨네트워크 성명,생년월일,성별,휴대폰7자리 단순조회 및 열람

통신과금서비스 ㈜케이지모빌리언스 휴대폰 번호, 주민번호 앞7자리, 통신사구분, 한글 성명 5년

신용카드거래승인중계

㈜엘지유플러스,㈜제이티넷,  ㈜한국사이버결제,

(사)금융결제원, (주)에스피씨네트웍스, (주)하렉스인

포텍, KIS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다우데

이터, ㈜스마트로, ㈜신셰계아이앤씨, ㈜케이에스넷,

㈜코밴, 코레일네트웍스㈜, 퍼스트데이타코리아(유),

한국신용카드결제㈜, 한국정보통신㈜,브이피㈜, (주)

케이지이니시스, 블루월넛㈜, ㈜티머니, ㈜농협하나

로유통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카드이용내역, 카드상품정보, 차량번호, 영문성명  3개월 경과후 5년보관

우편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대성전산㈜, ㈜데이타존, 빌포스트㈜ 성명,주소(자택,직장),직장명 4일

우체국 한글성명, 주소, 휴대폰번호,직장번호,자택번호, 성별,사업자번호 5년

㈜국제, ㈜성호라인, ㈜제니엘시스템, 한승서비스㈜ 성명, 가상번호(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배송완료 후 2개월

콜센터 고객상담 업무위탁 ㈜에이치엔씨네트워크 카드번호, 주민번호, 성명, 계좌번호,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업무만 수행

FIDO 운영 및 인증 서비스 브이피㈜ 회원ID, 인증세션값 5년

카드발급 운영업무 대행 ㈜에이치엔씨네트워크 카드번호,주민번호,CVC,유효기간,한글성명,영문성명,주소,이메일,전화번호,휴대폰번호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업무만 수행

㈜케이에스넷, ㈜이씨뱅크,㈜엘지유플러스, 세틀뱅

크㈜, 쿠콘㈜
1개월

 나이스데이터㈜ 2개월

㈜LGCNS 40일

㈜이카운트 4개월

㈜더존비즈온
휴대폰번호,자택전화번호,직장전화번호,신용카드번호,계좌번호,성명,주소,유효기간,생

년월일,성별
1개월

실물매출표 이미지 변환 ㈜에이치엔씨네트워크 카드번호(마스킹),승인번호,매출일자,매출구분,매출금액,가맹점번호,ONUS 가맹점번호 1년

가맹점 제장표류(매출표,매출집계,영업점집계표) 세한비지네스폼
성명,사업자번호,가맹점번호,가맹점명,가맹점우편번호,가맹점주소,가맹점전화번호,휴

대폰번호,회원사전화번호,회원사주소,회원사우편번호
10일

본인인증 나이스평가정보㈜ 성명,생년월일,휴대폰번호,내외국인구분,성별,통신사정보 5년

VIP상품 바우처 서비스 제공 SK플래닛㈜ 고객번호,성명,휴대폰번호,주소,우편번호 계약해지시까지

법인포인트 상품권 교환 서비스 ㈜신세계 성명,주소,연락처,권종,매수 6개월

가맹점신규/제신고, 국제카드/국내이용 민원업무 및 부

정사용 처리
㈜에이치엔씨네트워크 카드번호,주민번호,성명,계좌버호,주소,이메일,전화번호,휴대폰번호 개인(신용)정보 조회 업무만 수행

전산개발 및 업무운영 ㈜에이치엔씨네트워크, ㈜시스게이트 카드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계약헤지시까지

BC세이프 드라이빙 상품 O/B TM ㈜유베이스 카드번호,한글성명,휴대폰번호,주소,CI,성별,생년월일,이메일 상품해지후 3개월

수탁사 현황

카드번호,한글성명(업체명),전화번호,사업자번호,주소,가맹점번호,결제계좌번호,주민번

호앞7자리

사은품/판촉물 발송

바우처 구매 및 우편발송

카드배송

기업회계 지원자료 중계 서비스(BCAS)



Fee_Biz QC 모니터링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카드번호,한글성명,휴대폰번호,주소,성별,생년월일,이메일, CI 조회용으로 보유없음

문서보간 및 운영 아이언마운틴코리아(주) 카드번호,CVC,유효기간,한글성명,영문성명,주민번호,주소,이메일,전화 계약해지시까지

기업카드 내역, 프리미엄 서비스 내역 쿠콘㈜
카드번호,유효기간성명(업체명),전화번호,주소,결제계좌번호,주민번호앞7자리,가맹점

정보(대표자명,주소,전화),카드거래정보
1개월

부자되세요 홈쇼핑 카드 웹(Web)사이트 운영 ㈜이바이랜드 카드발급일자,은행코드,탈회일자, 제휴코드,CI 계약해지시까지

해피타임즈앱 플랫폼 운영 베이비뉴스㈜ 휴대폰번호,성명,주소,회원번호,닉네임 3개월

클라우드 서비스 ㈜KT 사진(이미지파일) 계약해지시까지

연구비카드 정보 중계 서비스 쿠콘㈜
카드번호,유효기간,성명(업체명),소지자영문명,전화번호,주소,결제계좌번호,가맹점정보

(대표자명,주소,전화),카드거래정보
1개월

DCDS 관련 DM발송 동화피엔엠㈜ 한글성명,주소,회사명,부서명,증권번호,고객번호,상품번호 3개월

은련가맹점모집 및 관리운영 ㈜이미지월드 가맹점주명,사업자번호,가맹점명,사업장주소,가맹점전화번호,매입액,수수료율 계약종료시까지

매출표 처리(EDC,EDI,일반) ㈜에이치엔씨네트워크 휴대폰번호,이메일,신용카드번호,계좌번호,주소,한글성명,가맹점명 보유없음

가맹점실사 ㈜에이치엔씨네트워크 대표자성명,주소,전화,휴대폰번호,실사요청자정보(성명,연락처,이메일,부서,사유) 1개월

채권추심운영 케이티비신용정보㈜
CI,생년월일,성별,카드번호,한글성명,휴대폰번호,전화(자택,직장),주소,계좌번호,카드이

용내역,잔액,연체정보(일자,내역),담보관련정보,법조치 및 대손상각정보
3년

인비즈넷㈜ 휴대폰번호, 비밀번호앞2자리 즉시삭제

브이피㈜ 토큰번호 5년

카드 본인확인서비스 중계운영 코리아크레딧뷰로㈜, 라온시큐어㈜ 카드번호8자리,휴대폰번호,성명,생년월일,홈페이지ID,성별, 내외국인구분,CI,DI 즉시삭제

카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대행
코리아크레딧뷰로㈜, 브이피㈜, 다우데이터㈜, ㈜케

이지이니시스, 라온시큐어㈜
카드번호8자리,휴대폰번호,성명,생년월일,홈페이지ID,성별, 내외국인구분,CI,DI 1개월(CI,DI는 즉시파기)

보험TM(시설설비 사용)
㈜라이나금융서비스,한일네트웍스,효성ITX,케이디디

아이
전화번호,녹취정보 3개월

MPM QR KIT 제작 및 배송 빌포스트㈜ 휴대폰번호,성명,주소 우편발송당일까지

오포인트 모바일쿠폰 구매 서비스 ㈜다우기술 휴대폰번호, 회원CI,오포인트회원번호,포인트, 쿠폰만료후 5년

주민번호 대체값(CI,DI) 발급 및 제공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주민번호 즉시파기

PUSH 광고 서비스 대행 브이피㈜ 휴대폰번호 PUSH 발송후 즉시 삭제

우편 안내문 발송 ㈜아이투에스, ㈜데이터존 성명,주소(자택,직장),직장명 4일

카드이동서비스-자동납부정보조회 (사)금융결제원 카드번호,주민번호,전화번호 5년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IB TM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휴대폰번호,이메일,카드번호,한글성명,CI,주소,성별,생년월일 1개월

알림톡 문자발송 인포뱅크㈜, ㈜엠티에스컴퍼니 휴대폰번호,승인일시,누적금액,가맹점정보(가맹점명,주소,연락처) 15일

페이북 쇼핑몰 운영 ㈜인터파크비즈마켓 휴대폰번호,이메일,CI,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TOP포인트,IP 주문일로부터 5년

제공 목적 업체명 개인(신용)정보 제공항목 이용 및 보유기간

BC세이프 쇼핑상품 판매 브이피㈜ CI,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3년

CLiP 내 비씨 특화 서비스(TOP포인트, 비씨콕, 보유카드

상품 조회) 연동
㈜KT

CI, 보유카드상품(제휴업체번호, 상품명), 사용 가능 TOP포인트 및 이용 내역, 비씨콕

고객번호 및 스탬프 현황
회원 탈퇴 또는 개인정보 유효기간 도래시

NICE안심체크 서비스 이용 나이스평가정보㈜ 성명, 생년월일 1년

(주)굿디, (주)롯데닷컴, (주)신세계, (주)엘아이에프

이물산, (주)오름, (주)인터파크비즈마켓, (주)한국뱅

크앤컴퍼니, ㈜디에이블커머스, ㈜아이원홈테크, ㈜

이바이랜드, ㈜제이코스, 해가빛, ㈜베스트바이글로

벌,(주)넷케이티아이,유케이특판(주), (주)대아, (주)굿

피플컴퍼니, (주)휴먼에프엔씨, 닥터블루, 얼티메이

트드림, (주)골프맥스, (주)다음커머스, 밀라디, (주)

대웅모닝컴,판테온, (주)리얼화이트, 포레스트커머

스, (주)태영아이엔씨, 이덕아이앤씨, 원앤드원, 오아

(주), (주)명진엘티디, 두영헬스케어

성명(마스킹), 주소, 휴대폰번호(안심번호) 구매일로부터 3개월

㈜다우기술 휴대폰번호 5년

골프맥스 성명, 주소, 휴대폰번호 처리완료 후 삭제

 ㈜지비컴퍼니 성명, 주소, 휴대폰번호 90일

골프파3 주중 무료 서비스 제공
88골프장, 남부파3, (주)비전힐스, ㈜오성레저상사,

아미가골프클럽, 삼성물산㈜동래베네스트
성명 3개월

교육컨텐츠 제휴 ㈜이소프팅 한글성명,유효기간,카드번호,이메일주소 제휴 종료시까지

전자쿠폰 등 마케팅 오퍼 제공 대동백화점(주)
카드번호, 생년월일, 성명, CI, 우편번호, 주소, 회사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

소
제휴 종료시까지

제휴사 현황

페이북쇼핑(TOP쇼핑)내 상품판매 및 배송

골프용품 판매 제휴

본인확인



목포도시가스㈜, 중부도시가스, 서라벌도시가스㈜,

㈜제주도시가스,전북에너지서비스㈜,강원도시가스

㈜,미래엔서해에너지㈜,참빛도시가스공업㈜, 참빛영

동도시가스공업㈜, 참빛영동도시가스공업㈜동해지

점, 참빛원주도시가스㈜, 참빛충북도시가스㈜,㈜삼

천리, 코원에너지서비스,㈜대륜이엔에스, ㈜귀뚜라

미에너지, 인천도시가스㈜, 전남도시가스㈜, 대화도

시가스㈜, 충청에너지서비스, 영남에너지서비스(구

미), 영남에너지서비스(포항), (주)충남도시가스,전북

도시가스㈜,군산도시가스㈜, 서울도시가스(주),대성

에너지(주),(주)해양도시가스,(주)예스코

카드고객성명,도시가스신청인성명,주소,휴대폰번호,카드번호,카드유효기간,

주민번호앞7자리,신청자 관계구분
5년

㈜경동도시가스,㈜부산도시가스, ㈜지에스이도시가

스, 경남에너지도시가스

카드고객성명,도시가스신청인성명,주소,휴대폰번호,카드번호,카드유효기간,

주민번호앞7자리
5년

렌터카 서비스 롯데렌터카(주) 성명, 휴대폰번호 정산 완료 확인 후 삭제

리스크 관리 모형 개발 및 분석 업무 활용 나이스평가정보㈜ 주민등록번호, 성명 계약종료시

항공 멤버십 가입 서비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성명(한글,영문),생년월일,전화번호(자택,직장),우편번호,주소(자택,직장),CI,제휴처멤버

십ID
제공일 익일

㈜이지웰페어 카드번호(뒷4자리), CI, 거래내역 2년

㈜네티웰, ㈜E-제너두, ㈜케이티커머스 카드번호(뒷4자리), CI, 거래내역 3년

㈜인터파크비즈마켓 카드번호(뒷4자리), CI, 거래내역 6개월

SK엠앤서비스㈜ 카드번호(뒷4자리), CI, 휴대폰번호, 거래내역 제휴종료시까지

신용정보보호서비스 나이스평가정보㈜ 생년월일, 성별, 성명, DI,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서비스해지시까지

롯데카드(아이행복)
카드번호, 한글성명, 영문성명, 자택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자택우편번호, 자

택주소, 직장우편번호, 직장주소, 성별, 생년월일, CI
제휴종료시까지

롯데멤버스㈜
휴대폰번호,이메일,자택전화번호,직장전화번호,신용카드번호,카드유효기간,CVC,성명,

성별,생년월일,주소(자택/직장),CI,가맹점정보
제휴종료시까지

전기요금 신용카드 수납업무(자동납부) 한국전력공사 한전고객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생년월일, 성명, 전화번호, 주소 자동납부 해지시까지

㈜애니모비 성명(한글,영문),휴대폰번호,주소,카드번호,유효기간,생년월일 1개월

전원산업㈜ 르메르디앙호텔, ㈜씨디엘호텔코리아

워커힐호텔, ㈜지엘마케팅 부산롯데, 파르나스호텔

㈜ 인터컨티넨탈호텔, SK네트워크㈜ 워커힐호텔

성명,휴대폰번호,주소 제휴종료시까지

SK네트웍스㈜,㈜다이소아성산업,(주)카카오페이,㈜

이랜드리테일,㈜리솜리조트,㈜NS쇼핑,㈜에스피씨클

라우드,SK플래닛㈜,㈜BGF리테일, 비바리퍼블리카

(주)

휴대폰번호,신용카드번호,가상카드번호,성명(한글,영문),생년월일,CI,성별,카드유효기

간,주소,이메일,부서명,카드발급일자,제휴멤버십번호,매출정보,가맹점정보
멤버십 탈회시까지

㈜GS리테일,서울시,환경공단,㈜KT,에스케이텔레콤

㈜,에쓰-오일(S-OIL)㈜,㈜현대백화점,㈜E1,㈜제주항

공,㈜씨제이오쇼핑,G마켓,한국정보통신㈜,공무원연

금관리공단,DB금융투자㈜,㈜세이브존,예술의전

당,(주)웅진씽크빅,텔코인㈜,㈜신세계아이앤씨,씨제

이시지브이㈜,GS칼텍스㈜,SK에너지㈜,㈜이마트,현

대오일뱅크㈜,㈜메가마트,㈜서원유통,코레일네트웍

스㈜,㈜아모레퍼시픽,GS엠비즈,㈜롯데하이마트,SK

엠엔서비스(주)

주민번호앞7자리,성별,카드번호,유효기한,한글성명,영문성명,회사명,부서명,주소,전화

번호,CI,이메일,포인트,거래내역,멤버십ID,인터넷ID,외국인구분
제휴 종료시까지

통신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KT 카드번호,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자동납부 해지시까지

(주)마이비,(주)이비카드,삼원에프에이, ㈜티머니, ㈜

DGB유페이
카드번호 제휴 종료시까지

코레일네트웍스(주) 카드번호,교통카드번호,유효기간 제휴 종료시까지

한국도로공사 카드번호,교통카드번호 제휴 종료시까지

한국철도공사 카드발급일,유효기간,생년월일 카드탈회후 90일

SK에너지㈜
카드번호,사업자번호,가맹점명,가맹점번호,매출내역,포인트정보(차감,전환적립,사용,잔

여)
제휴 종료시까지

㈜포인트파크 CI,TOP포인트,TOP포인트거래정보,회원사번호 5년

㈜KT, ㈜우리카드 CI,포인트내역 5년

㈜하나카드 CI, 포인트잔액, 포인트교환내역,채널정보 5년

NH농협은행㈜ 카드번호 5년

EDC 실물매출표 이미지변환 및 DATA매핑/납품 ㈜유비피에스 카드번호,승인번호,가맹점번호,매출금액,매출일자 1년

단체보험 서비스 가입 및 제공 현대해상화재보험㈜,동부화재해상보험㈜ 주민번호,성명 1년

도시가스요금 카드자동납부 신청 중개서비스 케이에스넷
카드고객성명,도시가스신청인성명,주소,휴대폰번호,카드번호,카드유효기간,

주민번호앞7자리,신청자 관계구분
5년

KIBNET 계좌번호,사업자번호,생년월일 5년

금융결제원 계좌번호,생년월일 5년

기내면세품 판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카드번호 제휴종료시까지

OCB포인트 제공 SK플래닛㈜
멤버십ID,카드번호,CI,한글성명,영문성명,생년월일,자택주소,자택우편번호,직장주소,자

택전화,직장전화,휴대폰번호,이메일,가용포인트,누적포인트
제휴종료시까지

선불하이패스 발급자료 에스엠하이플러스㈜
카드번호, 전카드번호, 제휴회원ID, 한글성명, 영문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CI
제휴종료시까지

신교통선불 스마트카드사 전송 ㈜티머니 교통카드번호, 생년월일, CI 제휴종료시까지

스쿨카드교통정보전송(EB) ㈜이비카드 한글성명, 주민번호 앞 7자리,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제휴종료시까지

도시가스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롯데멤버스 서비스 제공

제휴카드(신용/체크)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제공

후불교통카드 업무 제휴

TOP포인트 교환/전환

복지카드복지시스템 운영

가맹점 입금계좌 실명조회



기업회계 지원자료 중개 서비스(BCAS) ㈜미르이즈
카드번호,유효기간,한글성명(업체명),전화번호,사업자번호,주소,가맹점번호,결제계좌번

호,주민번호앞7자리,가맹점명,가맹점대표자명,매출내역
5년

KT 모바일 지갑인 Clip App내 BC Pay 서비스 제공 ㈜KT
TOKEN번호,카드상품번호,발급사번호,NFC 거래승인내역(승인구분,할부개월수,승인일

자,승인시간,승인번호,승인금액,가맹점명,제휴업체번호,상품명)
제휴종료시까지

신용정보서비스 유용성 검토 코리아크레딧뷰로㈜ 주민번호, 성명 제휴종료시까지

브이피㈜ 성명,휴대폰본호,주소,CI,성별,생년월일,이메일 서비스해지후 3개월

㈜비즈인사이트 성명,휴대폰본호,주소,CI,성별,생년월일,이메일 3년

㈜이베이코리아 카드번호,유효기간 제휴 종료시까지

나이스페이먼츠, NHN한국사이버결제,㈜다날,㈜엘

지유플러스,네이버㈜,㈜비바리퍼블리카,(주)카카오

페이, 블루월넛㈜, 페이레터㈜

Token번호, Token 유효기간, PAN번호, 카드상품번호 제휴 종료시까지

㈜엘지전자 가상카드번호, 결제내역(가맹점명,승인금액,일시) 제휴 종료시까지

㈜티비허브 성명,생년월일,성별,내외국인구분,가상카드번호 제공목적 달성시까지

㈜신세계아이앤씨 토큰번호, 토큰유효기간 5년

현대자동차㈜ 카드사회원 ID, 카드정보ID, 포인트,OTC정보 서비스해지시까지

골프장 라운드 예약 및 할인

부성개발㈜, ㈜인터불고경산, ㈜케이제이클럽, 한화

호텔앤드리조트㈜, ㈜한원레저, 한맥개발㈜, ㈜골프

부킹닷컴,보성레저개발㈜, 동원관광개발㈜, ㈜골프

존카운티,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한섬피앤디

사우스케이프, ㈜동양레저, 문성레저개발㈜, ㈜한경

엘앤디

성명, 휴대폰번호 3개월

우리카드 부가세 환급지원 서비스 비즈플레이(주) 카드번호, 유효기간, 사업자번호, 회원명 청구지 주소, 연락처, 회원사회원번호 부가세 신고후 5년

㈜나이스데이터 카드번호, 성명(회사명), 회사주소, 사업자번호, 부서명, 승인일자, 매입일자, 거래금액 부가세 신고후 5년

㈜이포넷 가맹점사업자번호,성명,이메일,휴대폰번호,웹ID, 회원사업자번호 부가세 신고후 5년

MICE 업무운영 ㈜하나투어 여권사본(한글성명,영문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주민번호),휴대폰번호 부가세 신고후 5년

국가보조금 업무제휴 한국재정정보원 카드번호,사업자번호,가맹점정보,결제계좌번호,결제일자,결제은행코드,카드매출정보 5년

연구비카드 정보 제공 서비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카드번호,유효기간,성명,영문성명,전화번호,주소,결제계좌번호,가맹점정보,카드거래내

역
5년

티머니(선불)상품 자동소득공제 서비스 ㈜티머니 제휴코드,등록일자,주민번호,티머니카드번호,성명,유효구분 1년

하이플러스카드 자동충전 업무 에스엠하이플러스㈜ 토큰,회원사번호,카드이용내역(승인금액,승인번호,승인일시),매입내역 서비스 탈회후 1개월

가맹점몰 운영 및 서비스 제공 ㈜LGCNS 사용자 ID, 가맹점 코드,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회원탈회시까지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사회복지협

의회, (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행복한나눔,(사)생

명의 숲

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휴대폰번호,기부금액,기부일자 5년

 (재)케이티그룹희망나눔재단 성명,휴대폰번호,이메일,성별,생년월일,소속,직업 미선발자 1개월 / 선발자 : 2년

골프연습장 할인/무료 서비스

㈜캐슬렉스, ㈜골프포트, ㈜그린원스, ㈜갤럭시아에

스엠,일진실업㈜, 동도디앤씨, 제이앤드제이골프아

카데미

성명 3개월

여행엔 BC 이벤트 서비스 ㈜인터파크 성명,휴대폰번호 이벤트 종류후 6개월

골프라운드 온라인 예약(페이북) ㈜골프존카운티 회원ID 90일

BC카드 라운지 CGV온라인 영화예매서비스 CJ CGV㈜ ID, 성명, DI,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1년

나이스평가정보㈜ 주민번호,휴대폰번호,이메일,생년월일,성명,DI,주소 제휴종료시까지

한국기업데이타㈜ 휴대폰번호, 이메일, 사업자번호 서비스탈회시 까지

카카오페이 인증서비스 ㈜카카오페이 휴대폰번호,계좌번호,한글성명,생년월일,은행코드 5년

상조결합 서비스 ㈜프리드라이프 휴대폰번호,신용카드번호,성명,유효기간,카드소지자구분 제휴종료시까지

NH농협 Paybooc 계좌결제 농협은행㈜ 휴대폰번호,계좌번호,계좌비밀번호,거래비밀번호,CI,거래정보(일시,금액),단말정보 서비스탈회시 까지

카드사 공통 QR Pay(앱투앱 결제) 서비스 신한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주)

휴대폰번호,이메일,직장전화번호,사업자정보(사업자번호,가맹점번호,가맹점명), 거래정

보(거래번호,카드사구분,승인금액,승인일자,승인번호,가상카드번호,거래상태, 혜택수수

료)

거래후 5년

모바일캐시비 교통카드 서비스 ㈜이비카드, ㈜마이비
주민번호,휴대폰번호,계좌번호,USIM번호,통신사정보,단말기모델명,성명,Token번호,은

행명,예금주,생년월일,학년정보
거래후 5년

페이북 금융서비스 ㈜수협은행, 신한금융투자㈜ 휴대폰번호,CI,성명,생년월일,성별 계약종료후 3개월

페이북내 내차 시세조회 서비스 에이제이셀카㈜ 성명 시세조회후 즉시삭제

DCDS(채무면제유예상품) 보상업무 현대해상화재보험㈜
성명,주민번호,주소,휴대폰번호,직업,사진,동영상,녹취록,질병 및 상해에 대한정보(진단

서,진료기록부 등)
보상종결일로부터 5년

APP(포켓CU, 페이북) 연동 결제 서비스 ㈜BGF리테일 QR결제 데이터 (AID, Track2 데이터(토큰번호,유효기한,서비스코드)) 결제처리후 즉시파기(보유없음)

중고거래 서비스 제공 번개장터㈜ 휴대폰번호,성명, 페이북고객번호 회원탈회 후 2주 이내

비즐서비스 제공 ㈜스마트로
휴대폰번호,직장전화번호,대표자성명,가맹점명,가맹점번호,사업자번호,사업장주소,가

입일자

유효가맹점 : 계약종료시까지

무효가맹점 : 즉시파기

CU멤버십-페이북 연동 결제 서비스 ㈜BGF리테일 휴대폰번호,이메일,성명,CI,성별,생년월일,외국인구분 제휴종료시까지

사회공헌 활동(기부,봉사 등)

신용정보이용

케어서비스

간편결제

부가세 환급지원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