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 개인정보 수집항목 현행화 및 상세화 

 [변경 전]  

 

구분 유형 항목 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통합회원 필수 

회원가입 

이용자 식별, 본인확인, 회원 서비스 제공, 

부정이용자확인, 고객 고지, 고객상담, 

고객불만 접수 및 처리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본인확인정보(CI, DI, 

생년월일, 성별, 내외국인구분), 

아이핀번호(아이핀 본인확인 시),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회원탈퇴 시 

결제 
주문 및 예약 상품 결제, 포인트 적립 / 

사용, 부정거래확인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포인트카드번호 

법정 의무 

보유기간까지 

간편회원 필수 

회원가입 

이용자 식별, 회원 서비스 제공, 

부정이용자확인, 고객 고지, 고객상담, 

고객불만 접수 및 처리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14 세 이상 여부,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회원탈퇴 시 

결제 
주문 및 예약 상품 결제, 포인트 적립 / 

사용, 부정거래확인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포인트카드번호 

법정 의무 

보유기간까지 

법인회원 필수 

회원가입 

이용자 식별, 회원 서비스 제공, 

부정이용자확인, 고객 고지, 고객상담, 

고객불만 접수 및 처리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아이디, 비밀번호, 

담당자명, 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회원탈퇴 시 

결제 
주문 및 예약 상품 결제, 포인트 적립 / 

사용, 부정거래확인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포인트카드번호 

법정 의무 

보유기간까지 

비회원 필수 결제 주문 및 예약 상품 결제, 부정거래확인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포인트카드번호 
법정 의무 

보유기간까지 



[변경 후] 

구분 유형 항목 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통합회원 

필수 

회원가입 

이용자 식별, 본인확인, 회원 서비스 제공, 

고객 고지, 고객상담, 고객불만 접수 및 처리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본인확인정보(CI, DI, 

생년월일, 성별, 내외국인구분), 

아이핀번호(아이핀 본인확인 시),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회원탈퇴 시 

부정이용자확인 성명, 아이디, 본인확인정보(CI), 휴대폰번호 
회원탈퇴 후 

30 일까지 

결제 
주문 및 예약 상품 결제, 포인트 적립 / 

사용, 부정거래확인 

계좌정보(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용카드정보(카드사명, 카드번호), 

포인트카드정보(제휴사명, 카드번호), 

휴대폰정보(통신사, 휴대폰번호) 

법정 의무 

보유기간까지 

선택 결제 포인트카드번호 자동 입력 포인트카드정보(제휴사명, 카드번호) 
회원탈퇴 또는 

동의 철회 시 

간편회원 

필수 

회원가입 

이용자 식별, 회원 서비스 제공, 고객 고지, 

고객상담, 고객불만 접수 및 처리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14 세 이상 여부,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회원탈퇴 시 

부정이용자확인 성명, 아이디, 휴대폰번호 
회원탈퇴 후 

30 일까지 

결제 
주문 및 예약 상품 결제, 포인트 적립 / 

사용, 부정거래확인 

계좌정보(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용카드정보(카드사명, 카드번호), 

포인트카드정보(제휴사명, 카드번호), 

휴대폰정보(통신사, 휴대폰번호) 

법정 의무 

보유기간까지 

선택 결제 포인트카드번호 자동 입력 포인트카드정보(제휴사명, 카드번호) 
회원탈퇴 또는 

동의 철회 시 



 

  

법인회원 

필수 

회원가입 

이용자 식별, 회원 서비스 제공, 고객 고지, 

고객상담, 고객불만 접수 및 처리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아이디, 비밀번호, 

담당자명, 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회원탈퇴 시 

부정이용자확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아이디, 휴대폰번호 
회원탈퇴 후 

30 일까지 

결제 
주문 및 예약 상품 결제, 포인트 적립 / 

사용, 부정거래확인 

계좌정보(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용카드정보(카드사명, 카드번호), 

포인트카드정보(제휴사명, 카드번호), 

휴대폰정보(통신사, 휴대폰번호) 

법정 의무 

보유기간까지 

선택 결제 포인트카드번호 자동 입력 포인트카드정보(제휴사명, 카드번호) 
회원탈퇴 또는 

동의 철회 시 

비회원 필수 결제 주문 및 예약 상품 결제, 부정거래확인 

계좌정보(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용카드정보(카드사명, 카드번호), 

포인트카드정보(제휴사명, 카드번호), 

휴대폰정보(통신사, 휴대폰번호) 

법정 의무 

보유기간까지 



제4조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동의 항목 추가 

제공 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SK 플래닛 주식회사 포인트 사용 포인트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제공 목적 달성 시 

 

  



제5조 수집한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업체 계약 종료 

수탁업무 수탁자 

결제정보 전송, 결제대행 업무 신세계페이먼츠 

 

-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업체 계약 추가 

수탁업무 수탁자 

결제대행서비스 
NHN 한국사이버결제 주식회사, NICE 정보통신(주), KIS 정보통신(주), (주)쿠콘, 주식회사 KG 모빌리언스,  

주식회사 다날, 주식회사 한국문화진흥, (주)페이게이트, 주식회사 KG 이니시스 

간편결제서비스 (주)신세계아이앤씨, 주식회사 카카오페이, 엔에이치엔페이코(주), (주)하렉스인포텍 

계좌인증서비스 (주)쿠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