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 귀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에 따라 귀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조회할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 신용조회회사: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SG신용정보(주) 등 

    - 법원 및 공공기관 

□ 조회할 신용 정보 : 

    -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 신용거래정보 (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귀사와의 신용카드, 대출, 채무보증, 담보제공 등 거래정보 일체) 

    - 채무보증정보 (본 보증 이전 및 이후의 보증 포함) 

    - 신용능력정보 (재산 및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신용거래능력 판단을 위한 신용거래 능력정보 일체)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보증인에게 제공되는 신용정보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및 부도정보)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직장정보 등) 

□ 조회 목적:  

   리스계약, 할부금융 계약 등의 체결, 갱신 또는 유지 등.  

□ 조회 동의 효력 기간: 

   금융거래 설정을 위한 상담목적으로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실행 시까지 상기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당 행 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 조회자(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정보를 제공받는 날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리스계약, 할부금융 계약 등의 체결, 

     갱신 또는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본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가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에 의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본인은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귀사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를   

 수집·이용,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가 없으실 경우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신청인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동의함 ㅁ) 

 연대보증인 1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동의함 ㅁ) 

 연대보증인 2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동의함 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