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폰 위치 문자 안내 가입신청서
0 7 8 1 0 0 1 - 2 0 1 9 0 6 0 3

부분은 고객님께서 직접 자필로 작성 및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 및 가입 조건
신청자 휴대폰 번호

수신자 휴대폰 번호
통보 시작 일자 - 종료 일자

월

일

-

월

일

※ 신청일로부터 최대 일주일(D+6)까지 통보되며 추가 필요 시 재신청 바랍니다.

문자 안내 통보 주기

통보 시작 시간 - 종료 시간

오전

시

-

오후

시

※ 하루 최대 24시간 이내 간격까지만 설정 가능합니다.

□ 1시간 마다

통보 간격

□ 2시간 마다

□ 3시간 마다

※ 1시간/ 2시간/ 3시간 주기로 일 최대 24회까지만 문자가 발송됩니다.

분실폰 위치 문자 안내
신청 동의

·신청자는 본인의 위치가 수신자에게 일정 간격으로 통보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직전 통보 위치와 동일한 경우에는 문자 안내가 수신되지 않습니다.)
·수신자는 분실폰 위치 문자 안내를 신청한 가입자의 위치 정보를 통보 주기에 따라 SMS로 전송받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분실폰의 위치정보는 분실폰 찾기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위치정보는 GPS, Wi-Fi, 기지국을 기반으로 제공하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본 서비스는 전파도달 거리상 지역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기지국 경계선 부근에서는 단말기 위치에 따라 위치정보가 실제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기지국 측위 시 최대 1Km, Wi-Fi 측위 시 최대 500m, GPS 측위 시 최대 100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는 경우 최종 위치 정보 제공 혹은 위치정보 서비스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실폰 위치 문자 안내에 등록된 수신자는 타사 ( SKT/KT )고객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문자수신이 불필요한 경우 분실파손 전담센터(1644-5108 )으로 연락 후 서비스 중지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용 도중 분실 등록 해제 또는 기기변경(임대폰 포함)을 하시면 문자수신이 중지됩니다.
·통보 시간, 간격을 설정하여 분실폰 위치정보를 수신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신청자 개인정보 활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분실폰 위치 문자안내 서비스 제공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자의 위치 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분실폰 위치 문자안내 서비스를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동의(필수)

신청자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수신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신청자의 위치 정보 수신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자의 위치 정보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분실폰 위치 문자안내 서비스를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동의(필수)

신청자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신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분실폰 위치 문자안내 서비스 이용정보의 민원처리 및 소비자 보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신자의 성명, 휴대폰 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분실폰 문자안내 서비스를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동의(필수)

수신자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분실폰 위치 문자 안내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안내 받았으며, 이에 가입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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