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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금융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연방법에 준해 소비자는 전부가 아닌 일부 

공유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또한 연방법에 따라 우리는 고객에게 우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공유 및 보호하는 방식을 알려야 합니다. 본 고지문을 자세히 읽고 우리가 취하는 

조치를 이해하십시오. 
  

무엇을? 우리가 수집하고 공유하는 개인정보 유형은 우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따라 

다릅니다. 이 정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 번호 

■ 지급 기록 및 신용 기록 

■ 신용 점수 및 수입 

귀하가 더 이상 우리 고객이 아닌 경우에도 우리는 본 고지문에서 설명한 귀하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합니다. 
  

어떻게? 모든 금융사는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아래 섹션에서 

금융사가 자사의 고객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이유, T-Mobile 이 공유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고객이 이 

공유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유  T-Mobile 은 공유를 

합니까? 

고객은 이 공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사업 용도를 위해—  

고객 거래 처리, 고객 계정 관리유지, 법원 명령 및 사법 

조사에 대한 대응 또는 신용 기관에 대한 보고 등 

 

예 

 

아니오 

우리의 마케팅 용도를 위해— 

고객에게 우리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예 

 

아니오 

다른 금융사와 공동 마케팅을 위해— 아니오 우리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우리 계열사의 일상적인 사업 용도를 위해—  

고객의 거래 및 경험에 관한 정보 

 

예 

 

아니오 

우리 계열사의 일상적인 사업 용도를 위해—  

고객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아니오 

 

아니오 

우리의 계열사가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하도록 

 

아니오 아니오 

비계열사가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할 수 있게 

 

아니오 우리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유를 

제한하려면 

■ T-Mobile 폰에서 611 번 또는 일반 전화에서는 1-800-937-8997 번으로 전화합니다—

메뉴에서 원하는 사항을 선택하십시오 

■ 온라인에서 www.T-Mobile.com 에 접속하거나 

■ privacy@t-mobile.com 으로 우리에게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유의 사항: 

귀하가 신규 고객일 경우, 우리는 본 고지문을 발송한 후 30 일부터 귀하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더 이상 우리 고객이 아닌 경우에도 우리는 본 고지문에서 설명한 귀하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합니다. 

그러나 귀하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여 우리의 공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질문? T-Mobile 폰에서 611 번 또는 일반 전화에서는 1-800-937-8997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팩 트 
승인일: 2016 년 1 월 26 일 

T-MOBILE 은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http://www.t-mobile.com/
mailto:privacy@t-mobi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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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소개 

누가 본 고지문을 제공하는가? T-Mobile USA, Inc., T-Mobile Leasing LLC, T-Mobile Financial LLC, 

T-Mobile Puerto Rico LLC 
 

우리의 조치 

T-Mobile 은 어떠한 방식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까? 

무단 액세스 및 사용으로부터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연방법을 준수하는 보안 조치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컴퓨터 보호수단, 기밀이 보호된 파일과 건물을 포함합니다. 

T-Mobile 은 어떠한 방식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까? 

우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가령 다음과 같이 수집합니다. 

■ 고객이 계정을 개설하거나 파이낸싱을 신청할 때 

■ 고객이 청구서를 지급하거나 계정 정보를 제공할 떄 

■ 우리에게 수표로 대금을 지급할 때 

우리는 또한 타사로부터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가 모든 공유를 제한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방법에 의하면, 고객은 다음에 대해서만 제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계열사의 일상적 사업 용도를 위한 공유—고객의 신용도 관련 정보 

■ 계열사가 고객에게 마케팅하기 위해 해당 고객의 정보를 이용함 

■ 비계열사가 고객에게 마케팅하기 위해 공유함 

주법과 개별 회사는 공유를 제한하는 추가 권리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법에 준한 고객의 권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정의 

계열사 공동 소유권 및 통제로 연계된 여러 회사. 이들은 금융사 및 비금융사일 수 

있습니다. 

■ 우리의 계열사는 T-Mobile 이름을 사용하는 회사들과 T-Mobile 
Financial LLC 등 금융사를 포함합니다. 

비계열사 공동 소유권 및 통제로 연계되지 않은 여러 회사. 이들은 금융사 및 

비금융사일 수 있습니다. 

공동 마케팅 고객에게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동으로 마케팅하는 비계열 금융사 간 

체결한 공식 계약. 

■ T-Mobile USA, Inc., T-Mobile Financial LLC, T-Mobile Leasing 
LLC, T-Mobile Puerto Rico LLC 는 비계열 금융사와 금융 상품을 
공동으로 마케팅하지 않습니다. 

 

 

버몬트주: 버몬트주법에 준해 우리는 버몬트주 주민에 관해 수집한 정보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우리의 기업 가족 

외 회사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고객의 동의 하에 해당 고객의 계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타 금융 

기관과 합의 하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주법에 준해 우리는 고객의 개인 금융 정보를 외부 회사와 공유하기 전 해당 고객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회사와의 공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객은 

이러한 용도로 외부 회사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참조: 

http://oag.ca.gov/privacy/facts/financial-privacy/rights 

기타 중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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