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 목 적

   (주)뉴스프링빌 회원(이하 “뉴스프링빌 회원이라 한다)으로 입회하는 고객의 이용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고객 동의를 받는데 있습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이용목적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사진 

.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직장명,직위 

.핸디캡, 구력   .이력서 

.타클럽회원권보유

   2)개인정보 수집방법 

       : 입회계약서,입회신청서, 명의변경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원칙적으로 입회 계약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유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개인정보 제공자의 별도 삭제 요청 시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회사내부방침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1) 회사내부 방침에 의한 정보 보유 사유

           회원서비스 운영에 관한 기록 

           .보존이유 : 서비스제공 혼선방지
          .보존기간 : 5년 

   2) 관계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거래에 관한 기록 
          .보존이유: 국세기본법 
          .보존기간: 5년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며, 상기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위 안내의 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4.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관한 사항

    “뉴스프링빌”은 타사와의 제휴 마케팅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명/법인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결혼기념일, 가족 성명/생년월일, 이메일, 근무지, 자택주소, 자택/직장/휴대전화번호, 근무처, 소속, 지위, 

     우편물 수신처, 차량정보, 관심분야, 거래정보, 건강정보, 고객성향 및 취향)

    -제공대상 : (주)동승, (주)동승에이치엠씨, (주)동승리테일, (주)동승골프앤리조트, (주)동승레저, (주)동승파크앤리조트

    -제공정보의 이용 목적: 제휴혜택, 맞춤서비스 및 공동마케팅에 의한 프로모션 정보 제공 

           본인은 위 안내의 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가입신청인 | 서명  

                                                              Signature of Application  

.자택주소         .직장주소 

.전자우편         .휴대폰번호

.자택전화         .직장전화 

.우편물 수신처

. 영문명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사항의 처리를 위한 본인식별, 고객센터의 운영, 부정이용 방지를 위하여 사용됩니다. 

회원 본인식별 및 당사에서 제공하는 네임텍에 사용됩니다. 

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확인, 불만처리 등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새로운 서비스나 신상품,이벤트 정보 등 최신 

정보안내, SMS의 수신을 통한 쿠폰 제공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위 사항은 법인회원 및 가족회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천 골프장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사실로 527번길 158 뉴스프링빌 컨트리클럽 대표전화 : 031-630-7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