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홀리데이 인 인천 송도 호텔(이하 '호텔') 은 고객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원님의 개인 정보를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신청서
카드 전달방법
본인수령 - 호텔 업장명
우편배송 - 하단기입 주소지

The D ining Card

회원 관리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확인
고지사항 전달, 불만 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회원권 배송에 대한 정확한 배송지 확보 및 맞춤 서비스 제공

회원정보

* 부분은 필수 기입 항목입니다.
여자 Ms.

남 Mr.

성별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새로운 서비스 홍보 및 각종 이벤트 정보 제공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호텔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필수항목:성명(한글/영문), 연락처(휴대폰/전화), 주소(자택/직장)
선택항목:성별,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직장명, 부서명 및 직위

한글
영문
생년월일
핸드폰*
자택

주소*

회사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호텔은 회원님의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보유
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아래와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대금 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3년
그 외 재방문, 고객 맞춤 서비스를 위한 본인 식별 정보 및 취향 정보: 5년

개인정보 수집 거부 및 거부시의 불이익
회원님은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 수집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멤버십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선택 항목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회원 서비스
제공에 제한은 없으나 호텔이 제공하는 추가 할인 등의 이벤트 및
맞춤 서비스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그 외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개인정보 책임자에 관한 사항은 호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마케팅 및 홍보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
동의 거부 시에는 추가할인 등의 이벤트 및 맞춤서비스 일부가 제한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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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서명

The Dining Card
회원가입비 지불확약서
고객명
핸드폰번호
가입신청일

회원가입비 지불 수단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
무통장입금(계좌이체)
입금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기업은행 송도 GCF 지점
677 - 015599 - 01 - 018
오케이센터호텔㈜

신용카드
카드회사
카드번호
유효기간
소지자명

※ 회원가입비 지불 이후에는 회원가입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성명
서명

Holiday Inn Incheon Songdo
251 Incheon tower-daero, Yeonsu-gu, Incheon, Korea 406-840
T : +82 32 250 0000 F : +82 32 250 0001 e-mail : reservation.songdo@ih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