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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ㅁ신규 ㅁ해지

서비스 신청자 ㅣ (서명/인) 법인확인 ㅣ 서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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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자 작성]

[법인 작성]

법인명의 단말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ㅁ신청/ ㅁ해지 합니다.

20    .       .       .

biz.kt.com 이용 법인은 서명 제외

• kt가 서비스 이용∙제공 목적으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목적 :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 수집 항목 : 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포함),법인/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휴대폰번호 포함)

- 이용 및 보유기간 : 서비스 가입기간(가입일~해지일) 또는 분쟁기간 동안 이용하고 지체없이 파기하며, 

- 분쟁 대비를 위해 해지후 6개월까지 보유하고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결시까지 보유

• kt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하여 보인인증확인 요청기관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외 사항은[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운영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위탁 제공 관련 세부내역은 홈페이지(www.kt.com)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공개합니다.

개인정보이용 이용동의

서비스 신청자 (서명/인)

비밀번호(8~16자리/문자 3자 이상 포함)

1/2

○ 이용 ○ 미이용

[접수자정보기재란]

• 접수자명 ∙ 소속 ∙ 연락처

http://www.olle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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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해지 채널]

1) 신청 : 전국 KT플라자, 휴대폰 대리점

2) 해지 : 전국 KT플라자, 휴대폰 대리점, 고객센터(국번없이 114)

2/2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1) 특수권한 이용법인

• 실사용자 방문시 :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 실사용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실사용자 인감증명서, 실사용자 인감 날인 위임장

2) 특수권한 미이용 법인

• 실사용자 방문시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공공기관은 임직원명, 주민번호, 이용전화

번호 포함된 공문 대체 가능), 법인인감이 날인된 서비스신청/이용동의서, 법인관계서류(재직증명서 등)

• 대리인 방문시 : 실사용자 방문시 필요한 상기 모든 서류 +  실사용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실사용자인감증명서, 실사용자 인감 날임 위임장

[가입후 서비스 이용절차]

1) 법인명의 본인확인서비스란 : 법인명의 단말(폰/패드) 이용자의 개인 인증을 확인 해주는 서비스

2) 서비스 이용절차

• 개인명의 단말의 본인확인과 동일하게 인증대행사/CP사에 기본입력사항과 정보를 입력하고, SMS로

수신된 URL(http://wb.pis.kt.com~)을 클릭하여 기신청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사용 가능

※ 하기 사본 명시가 안된 모든 서류는 원본이 필요합니다.

http://wb.pis.k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