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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기 관악CEO 아카데미 연구과정

참 가 신 청 서
필히, 증명사진 1매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메일로 송부

또는 별도로 제출하

셔도 됩니다

성  명

휴대폰 생년월일                 (양,음)

E-mail

취  미

사업장명

직  위 회사TEL

사업자등록번호 회사FAX

사업장주소
(우편번호:                )

서울시 관악구

홈페이지

사업분야(업종)                            주요제품

사원수                  명 설립일자 년      월      일

참가신청동기 추천인

 ☞ 빠짐없이 기재 바랍니다.
 서울상공회의소 관악구상공회 주관 "제21기 관악CEO 아카데미 연구과정"에 참여하고자 
위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사업장명 : 
                                           성    명 :                      

    서울상공회의소 관악구상공회 회장 귀하

아래 ‘상공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정책’에 동의합니다. (    )
 정보제공자 :                   (서명)

- 상공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정책 -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첫째, 상공회는 회원가입, 상담, 서비스 신청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ο 필수항목 : 회사명, 사업자번호, 비밀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대표자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이메일, 회사주소, 업태, 업종, 주요품목, 종업원수
 ο 선택사항 : 직책, 대표자 생년월일, 홈페이지, 설립일자, 연매출액, 자본금, 담당자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둘째,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ο IP Address, 쿠키, 방문 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불량 이용 기록 (홈페이지 이용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상공회는 개인정보를 개인의 허락 없이 수집하지 않습니다. 상공회는 회원의 가입 시 보다 유용한 정보 제공과 맞춤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 
정보를 수집하고, 상공회의 홈페이지는 서비스제공 기간 내에서 수집한 회원정보를 보유, 관리하며, 수집된 정보는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상공회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하지 않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공회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ο 상공회 사업의 홍보 및 안내를 위해 필요한 경우
 ο 상공회 회원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ο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ο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