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리스골프리조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각 항목별 체크(√) 필수입니다.

신안관광개발(주) (이하 "회사"라고 한다.)는 귀하의 개인 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안내
사항을 읽고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개인정보 수집항목,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 필수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자택주소, 휴대전화번호, 자택 전화번호, 사진, 입회일자, 입회보증금, 취득가액, 거래가액
- 선택수집항목 : 회사명, 직위, 직장주소, 직장 전화번호, 결혼기념일, 예약대리인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 차량정보(차종, 차량번호), 이메일주소
- 수집•이용목적 : - 회원가입, 실명확인,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본인확인 인증, 정보전달 및 불만처리 등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
- 서비스ㆍ상품제공, 쿠폰 및 우편물 발송, 계열 및 제휴 골프장 이용혜택 제공을 위한 수단
- 회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수단
- 보유•이용기간 : 회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계약기간 동안 보관 후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일정기간 보관합니다.
- 상법 제 33조 '영업에 관한 중요한 서류' 10년간 보존
- 국세기본법 제 85조 3 '명의개서조서 성명과 주소' 5년간 보존
※ [필수항목]귀하께서는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회원대우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정회원
·지명회원
·빌리지회원 1
·빌리지회원 2
·빌리지회원 3
※ [선택항목]귀하께서는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에도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회원
·지명회원
·빌리지회원1
·빌리지회원2
·빌리지회원3

■골프장 이용 서비스 향상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 수집 동의
- 수집 항목 :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이용목적 : 골프장 이용 서비스 향상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예약)
- 보유•이용기간 : 회원 개인정보 수집•이용기간과 동일
※ 귀하께서는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없습니다.
·정회원
·지명회원
·예약대리인

■회원 개인정보 홍보, 마케팅 수단 사용 동의
- 수집 항목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 수집•이용목적 : 판촉, 홍보 등을 위한 우편물•이메일•SMS 발송
- 보유•이용기간 : 회원 개인정보 수집•이용기간과 동일
※ 귀하께서는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서비스ㆍ상품제공, 각종 이벤트 혜택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정회원
·지명회원

예약대리인

관계

성명

휴대전화번호

■고유식별정보 수집
-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 수집ㆍ이용목적 : 회원가입, 실명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82조에 의거 명의개서조서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의미)
- 보유ㆍ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로 10년간 보관합니다.
- 상법 제 33조 '영업에 관한 중요한 서류' 10년간 보관
- 국세기본법 제 85조 3 '명의개서조서 성명과 주소' 5년간 보관
※ 귀하께서는 귀하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회원으로 입회하실 수 없습니다.
·정회원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 고지
- 신안관광개발㈜는 서비스 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업체가 변경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취급 방침 또는 서면•이메일•전화의 방법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다시 고지 드리겠습니다.
위탁업무내용

우편물 발송 대행

수탁업체

세종C&P

※ 귀하께서는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없습니다.
·정회원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제공받는자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성명, 생년월일, 회원번호, 취득일자

국세청, 관할시청

성명, 생년월일, 주소, 회원번호,
입회일자, 취득가액, 거래가액

정보제공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근거법령

회원증의 확인 및 발급

10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조

세금신고

5년

국세기본법 제 85조 3

※ 귀하께서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회원증 발급의 제한 및
세금신고의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정회원
제공받는자
㈜관악, 신안종합레져㈜, 신안개발㈜,
신안종합리조트㈜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회원번호, 취득일자, 주소, 휴대전화번호, 사진
*예약대리인은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만 제공

정보제공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예약확인 및 혜택 적용

계약기간 이후 즉시파기

※ [선택항목]귀하께서는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에도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회원
·지명회원
·빌리지회원1
·빌리지회원2
·빌리지회원3
·예약대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