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정보 유출방지를 위해신청서류 원본 및 구비서류를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해지 전 30분 동안 사용요금(정보사용료) 및 사용한 국내의 수신자 부담요금, 데이콤 국제전화요금, 국제로밍 요금 등은 다음달에 청구합니다.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는 이동전화 이용약관 25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등과 관련하여 해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요금 정산 등을 목적으로 해지 후 6개월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단, 이름, 주민등록번호, (해지)이동전화번호, 청구서, 청구서 배달주소, 

요금 등 거래내역 관련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 85조 3의 규정 등에 따라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할 목적으로 해지 후 5년간 보관합니다.

위와같이 이용계약을 해지 신청 합니다.

(주)티브로드는 이동전화 이용약관 제 25조(요금 등의 이의신청), 제 26조(통화내역의 열람 및 교부)등과 관련하여 신청고객의 개인정보를 해지 후 6개월간 조회제한 후 파기합니다.  

단, 조회제한기간 중 과납이나 미납, 등이 발생할 경우 요금 정산 완료시점까지 조회제한이 해제됩니다. 상기의 6개월 조회제한 기간이 완료된 경우에 해지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해지)이동전화번호, 청구서 배달주소, 요금 등 거래내역 관련 정보와 같이 국세기본법 등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들은 해지 후 5년간 고객 데이터베이스와 별도로 보관 관리합니다.

본인은 귀사에 이동전화 서비스를 해지하고 단말기 구입 대금 분할 납부를 신청함에 있어서 할부금 납부의무가 본인에게 있으며, 할부금을 2회 이상 연체 시 귀사가 보증보험회사에 미납 할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본인에 신용상의 불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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