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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인증송부보고서
조회정보의 내용 및 조회목적
본 정보는 천대철 님께서 (주)위펀딩대부에게 제공한 본인의 대출정보 및 신용정보 내용입니다.
천대철 님께서 본인의 정보를 확인하신 후 (주)위펀딩대부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한 정보의 내용은 각 금융기관의 개인 신용등급 및
등급이력 정보, 대출 및 대출이력 정보, 신용개설 정보, 카드실적 및 이력 정보, 채무조정 및 상환 정보, 채무불이행 정보, 연체정보
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조회 목적은 (주)위펀딩대부(이)가 심사(상거래)목적으로 천대철 님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단, 천대철 님의 동의에 의해 제공된 정보를 (주)위펀딩대부(이)가 열람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NICE평가정보㈜는 책임을 지
지 않습니다.

고객정보
성명

천

개인식별번호

개인식별번호 변경정보

(총0건)

변경구분

변경개인식별번호

변경성명

등록기관명

등록일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CB스코어
신용등급

5

신용평점(1000점 기준)
등급

803

0

조회상태: 정상 (불량률 : 1.40%)
점

1000
신용평점은 0점~1000점 사이에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량한 고객입니다.

천대철님의 신용등급은 5등급입니다.
이에 따른 등급 내 불량률은 1.40%이며,
만약 고객님의 신용평점을 임의의 1000명에
대해 비교한다면 575등 이내에 위치하는
수준입니다.

적용배제사유코드(Exclusion Reason Code)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신용평점사유코드(Scoring Reason Code)
3113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대출 잔액 1억원 초과

3118

현재 대출정보 과다 보유

2050

과거 CB연체이력 및 채무불이행이력 전혀 없음

2108

매우 오랜 신용거래 이력 보유

본 보고서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업무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nicecred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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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인증송부보고서
조회정보의 내용 및 조회목적
본 정보는 이조원 님께서 (주)위펀딩대부에게 제공한 본인의 대출정보 및 신용정보 내용입니다.
이조원 님께서 본인의 정보를 확인하신 후 (주)위펀딩대부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한 정보의 내용은 각 금융기관의 개인 신용등급 및
등급이력 정보, 대출 및 대출이력 정보, 신용개설 정보, 카드실적 및 이력 정보, 채무조정 및 상환 정보, 채무불이행 정보, 연체정보
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조회 목적은 (주)위펀딩대부(이)가 심사(상거래)목적으로 이조원 님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단, 이조원 님의 동의에 의해 제공된 정보를 (주)위펀딩대부(이)가 열람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NICE평가정보㈜는 책임을 지
지 않습니다.

고객정보
성명

이

개인식별번호

개인식별번호 변경정보

(총0건)

변경구분

변경개인식별번호

변경성명

등록기관명

등록일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CB스코어
신용등급

5

신용평점(1000점 기준)
등급

795

0

조회상태: 정상 (불량률 : 1.40%)
점

1000
신용평점은 0점~1000점 사이에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량한 고객입니다.

이조원님의 신용등급은 5등급입니다.
이에 따른 등급 내 불량률은 1.40%이며,
만약 고객님의 신용평점을 임의의 1000명에
대해 비교한다면 610등 이내에 위치하는
수준입니다.

적용배제사유코드(Exclusion Reason Code)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신용평점사유코드(Scoring Reason Code)
3112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대출만 보유

2050

과거 CB연체이력 및 채무불이행이력 전혀 없음

2108

매우 오랜 신용거래 이력 보유

2105

최근 신용카드를 연체 없이 우량하게 사용중임

본 보고서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업무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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