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원CC (법인)지명회원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Ver.3  

  (주)일신레져 신원컨트리클럽(이하 ‘회사’라고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및「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 정보를 수집ㆍ이용ㆍ취급위탁 제공함에 대해 동의란에 체크 또는  

서명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ㆍ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동의 

 ■ 입회하신 회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거부 할 권리를 가지며 거부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영합니다.  [서비스 이용거부 문의 : 031-8020-9412(회원관리팀)] 
 

 ■ 회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으로 가입할 때 입회신청서를 통하여 회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원의 인권 

    침해에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성생활, 범죄 

    기록, 건강상태)는 수집하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수집해야 할 경우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집한 정보들은 사전에 밝힌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외부로 유출하지 않습니다.  
 

  ◈필수항목◈ 
수집 개인정보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 · 이용기간 

성명, 사진, 

생년월일, 연락처,  

법인명, 직위, 

직장주소 

■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예약SMS발송)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구매 및 요금결제, 물품배송 또는 청구지 

 발송, 금융거래 본인 인증 및 금융 서비스, 요금추심 
 

■ 회원 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회원가입·등록, 불량회원의 부정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 

 가입의사 확인, 연령확인, 불만처리, 민원처리, 공지사항 전달 
 

■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이벤트 광고성 정보 전달, 내장 현황 및 통계 

■ 탈회 후, 

 즉시파기 

 

※ 개인정보 필수항목의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회원으로 입회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칸에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필수항목의 수집ㆍ이용에 동의  □ 개인정보 필수항목의 수집ㆍ이용에 미동의 
 

◈선택항목◈ 
수집 개인정보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 · 이용기간 

E-MAIL, 차량번호 
■ 물품배송 또는 청구지 발송 

■ 회원 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회원가입·등록 

■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 탈회 후, 즉시 파기 

 

※ 개인정보 선택항목의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회사에서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칸에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선택항목의 수집ㆍ이용에 동의  □ 개인정보 선택항목의 수집ㆍ이용에 미동의 
 

 

 ※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기간 

■ 회원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수집 

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아래와 같은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항 목 기 간 
회원권 보유관련 기록 5년 (세무 및 재산권 관련사항) 

계약 또는 청약철회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금결제 및 재화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에 관한 기록 3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회사는‘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정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동의 철회 신청에 관련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swcc.co.kr)에 공개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동의서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우선합니다. 
 

※ 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귀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동의하며 동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본인의 개인정보가 적법하게 이용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일신레져  신원컨트리클럽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