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스카이힐 김해CC 2021년 고정단체 등록 신청서
단체명

팀

희망일

주

요일

희망시간
신청인(성명)

회장

연락처

김해CC 회원(명)

1. 수집목적 : 고정단체 행사 진행
2. 수집항목 :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3. 보유 및 이용기간: 당해년도 보관 후 5일이내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단체진행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파기

동의 □ 미동의 □

상기 단체팀은 귀 클럽의 고정 단체팀 이용약관 및 관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하며
단체팀 등록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회장 :

접수처 FAX : 055-340-9009

(인)

2021년 고정단체 이용조건 및 혜택사항
구분

내용
① 가입조건 : 3팀 이상 등록 가능
※ 주별, 시간별 선착순 접수 진행

이용조건

② 이용횟수 : 9회/年 (1회/月)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까지
※ 3회/年 휴회 가능

요금
구분

혜택사항

주중

시간

팀 요금
(카트포함)

팀 요금 미 적용 시,
1인 그린피
(카트별도)

1부 : 08:00 이전

1팀 50만원

1인 12만원

2부 : 13:00 이후

1팀 60만원

1인 15만원

토

1부 : 08:00 이전

1팀 70만원

1인 18만원

일

2부 : 13:00 이후

1팀 70만원

1인 18만원

월~금

주말

① 할인 이벤트 및 그린피 할인권 사용 불가(단, 회원 50% 쿠폰 적용가능/2팀 이상 시)
비고

② 4회/年 휴회 시 자동 탈회 원칙(공식 휴회 3회 가능)
③ 팀 요금 미 적용 시 , 개별 그린피 적용

20

년

월

일

회장 :

(인)

2021년 고정단체 이용약관 및 관리규정
제 1조 (목적)
1. 본 규정은 롯데스카이힐 김해CC 등록 단체 팀의 운영 및 관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등록 단체 팀 신청 및 구성)
1. 등록 단체 팀의 신청 자격은 3팀 이상 되어야 한다.
2. 월 1회 연 9회 이상 운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등록 단체 팀은 예약, 취소, 위약, 운영규정 및 이용약관 준수 등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등록 단체 팀의 이용기간은 당해 년도 1월부터 12월 까지로 한다.
5. 등록 단체 팀의 신청 및 구성 조건을 위반 하였을 경우, 등록 단체 팀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제 3조 (예약, 취소, 위약, 운영관리)
1. 주중 국가 공휴일과 등록 단체 팀의 부킹 일이 중복될 경우, 일자 변동 없이 자동 취소 된다.
단, 사전 협의를 통해 다른 평일로 조정은 가능 하다.
2. 경기일 3주 전까지 당 클럽 예약실로 시간, 팀 수 등을 유선으로 접수 하여야 한다.

3. 예약 내용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15일 전까지 예약실로 통보 하여야 한다.
4. 전체 예약 취소는 15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팀 취소는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 팀 취소 시에도 2팀 이상을 유지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위약 관리
위약 내용

조치 사항

당일 전체 미내장

정상가 그린피(3인) 100%
주중 : 45만원, 주말 : 54만원

당일 팀 미내장

정상가 그린피(3인) 100%
주중 :45만원, 주말 : 54만원

취소가능일 이후 취소시
(전체 취소 15일전, 팀취소 5일전)

14일 ~ 5일 전 : 정상가 그린피(3인) 50%
4일 ~ 1일 전 : 정상가 그린피(3인) 80%

위약금 미정산

자동 탈회 및 회장/총무 예약,내장 영구 정지

2021년 고정단체 이용약관 및 관리규정
5. 조 편성표는 경기 3일전까지 프론트로 제출하여야 한다.(FAX : 055-340-9021)
6. 일조시간 및 회사사정 등에 따라 Tee – off 시간 변경 또는 휴장 시 예약을 제한하거나
예약 시간대를 변경 할 수 있다.
7. 등록 단체팀은 30분 전까지 내장등록을 완료하고, 10분 전까지 티잉 에어리어에 대기
하여야 한다.
8. 등록 단체팀의 회원 변경 시에는 사전에 명부를 제출 하여야 한다.
9. 클럽 이용 시에는 로컬룰 및 운영규정, 골프에티켓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단체팀 등록 취소 및 예약(내장) 제한,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 등록 단체팀에 한해서는 롯데스카이힐에서 제공되는 할인 이벤트 및 그린피 할인권을
사용 할 수 없다. (단, 회원 50% 쿠폰 적용가능 / 2팀 이상 진행 시 사용 가능)
11. 4회/年 이상 휴회 시 자동 탈회를 원칙으로 한다.(3회/年 휴회 가능)

제 4조 (기타)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른다.

제 5조 (부칙)
본 규정은 단체 신청서 제출시 부터 시행한다.

본 이용약관 및 관리규정 외 이견은 롯데스카이힐 김해CC 클럽 이용약관으로 갈음한다.
상기 단체팀은 귀 클럽의 고정 단체팀 관리 규정 및 운영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단체팀

등록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회장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