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 제공 현황]
폭스바겐파인낸셜코리아㈜의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현황입니다.

[기준일: 2018년 6월30일]

업체명

제공하는 항목

신용정보원 (KCIS)

식별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실행번호 등), 신용거
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등

Nice 신용정보 (NICE)

신용정보, 개설정보, 연체정보, 잔액정보, 보증정보 등

코리아크레딧뷰로 (KCB)

신용정보, 개설정보, 연체정보, 잔액정보, 보증정보 등

신용회복위원회(CCRS)
보증인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계약의 체결, 유지, 이행,
관리, 금융사고 조사,
법령상 의무이행 등

업무목적 달성시까지

계약정보, 연체정보, 잔액(채권신고)정보, (부)동의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목적
부 회신 등
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출정보, 보증정보, 연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준수
정보, 현금서비스정보

이행목적

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

성명, 주소, 차량번호

통행료 소유주 변경

관공서

성명, 차량번호, 주소

임차인변경, 리스 개별등록

계양구청
여신협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성별, 주소, 연락처, 차
량번호, 확정채권금액
사망자의 성명, 대출잔액

설정해지
피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업무목적 달성시까지
목적 달성시까지
목적 달성시까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관

국민기초수급자,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연금대상자, 기초노령연금대상
자, 장애인연금대상자, 장애인자녀
교육비지원대상자, 장애수당대상
보건복지부

성명, 주민번호, 실행번호, 상품종류, 대출잔액

자,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개발제
한구역내 생활비용 지원, 저소득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관

초중등 학생교육비 지원, 의료급여
지원, 학자금 지원, 아동수당 등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성명, 주민번호, 실행번호, 상품명, 대출잔액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대한 금융재산 조회
재산등록을 하는 공직자 및 친족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재산심사

법률에 의거 보관

이름, 주민등록번호, 대출정보, 연락처, 상속인정보

CPI 보험계약가입 및 보상처리

보험종료(해지)후 5년

BNP파리바 카디프손해보험

이름, 주민등록번호, 대출정보, 연락처, 상속인정보

CPI 보험계약가입 및 보상처리

보험종료(해지)후 5년

탑손해사정

이름, 주민등록번호, 차량정보, 대출정보, 연락처

신차보상, CPMI 보상처리

보험종료(해지)후 5년

메리츠화재

주민등록번호, 차량정보, 대출정보, 연락처

신차보상, CPMI 보상처리

보험종료(해지)후 5년

현대해상

주민등록번호, 차량정보, 대출정보, 연락처

EW 보상처리

보험종료(해지)후 5년

동부화재

주민등록번호, 차량정보, 대출정보, 연락처

EW 보상처리

금융결제원
수사기관, 당해 요청기관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번호), 계좌번호
요청정보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

보험종료(해지)후 5년
자동이체 해지일로부터 5
년까지

범죄행위의 고소,고발 관계목적 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보제공

법률에 의거 보관

고객명,집주소,고객연락처,실행번호,거래처구분,나
이,브랜드,시리즈,모델,구매 딜러,구매 전시장,구매시
효성ITX㈜

담당SA,실행사유,신차/중고차구분,중고차관심여부, 제품, 서비스 소개를 통한 텔레마케
상품소분류,상품명,실행일,만기일,최종수납일,계약

팅 위탁 활동

계약 만기일 까지

기간,월납입금,적용금리,유예원금,보증금,선납금,피
드백 수신일,CRM 상담 메모
MSP 주식회사
아우디, 폭스바겐 딜러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주)참존오토모티
브, 클라쎄오토(주), 마이스터모터스(주), (주)아
우토반브이에이지, (주)지이오하우스, 유카로
오토모빌(주), 지엔비오토모빌(주), (주)뉴젠모
터스, (주)아우토플라츠, 고진모터스(주), 위본
모터스(주), (주)태안모터스, (주)코오롱아우토,

고객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기프트 발송

목적 달성 시까지

고객명,집주소,고객연락처,실행번호,거래처구분,나
이,브랜드,시리즈,모델,구매 딜러,구매 전시장,구매시
담당SA,실행사유,신차/중고차구분,중고차관심여부,
상품소분류,상품명,실행일,만기일,최종수납일,계약

차량 구매 관심 고객에게 상품, 서비
스 소개 및 마케팅 활동

제공일로부터 2년까지

기간,피드백 수신일,CRM 상담 메모

(주)한영모터스, (유)중산모터스, (주)한서모터
스
MAN 트럭 & 버스 코리아

계약자명, 보유차량정보, 계약조건

금융정보확인

MAN 트럭 & 버스 코리아

계약자명, 연체 현황

연체 현황 확인

1개월

큐알온텍
Smith club

계약자명, 계약번호, 차종

블랙박스 제휴서비스

서비스완료 후 1개월

계약자명, 계약번호, 차종, VIN

틴팅 제휴서비스

서비스완료 후 1개월

GS 칼텍스

계약자명, 계약번호

주유카드 제휴서비스

6개월

1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