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성몰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변경안내
롯데칠성몰을 이용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 2020년 4월 15일부로 변경되오니
변경될 약관을 확인하시고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
칠성몰 內 개인정보처리 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내용의 수정

주요 변경 사항
구분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전

조항
수탁자

위탁의 범위

제공되는 정보

롯데멤버스

회원 서비스 및 Lpoint적립

회원정보, 주문정보

SK플래닛

OCB 사용 및 적립
전산시스템구축 및 유지보수
VOC 고객상담

롯데쇼핑㈜e커머스사업본부
롯데택배

상품배송업무

회원정보, 주문정보
회원정보, 주문정보, 배송정보
요청배송 정보
(송,수하인배송지정보및연락처)

LGU+/카카오페이
/롯데멤버스/네이버페이

신용카드 및 온라인결제처리

회원정보, 주문정보

KSNET
제5조 수집한 개인정보

(주)엠포

카카오알림톡발송 및 문자메시지발송

회원정보

처리위탁

㈜비즈톡

카카오톡 알림톡

회원정보

엘지유플러스㈜

문자발송

회원정보

에스케이엠앤서비스(주)

기프티콘 서비스

회원정보(수신자휴대폰번호)

서울신용평가정보

본인인증, 아이핀인증

회원정보

㈜위드베이비

제품주문 및 배송업무

회원정보,주문정보,배송정보

㈜푸드사이언스

제품주문 및 배송업무

회원정보,주문정보,배송정보

㈜지유월드와이드

제품주문 및 배송업무

회원정보,주문정보,배송정보

롯데칠성샘물 영등포점

상품배송업무

회원정보,주문정보,배송정보

롯데아이시스 구로점

상품배송업무

회원정보,주문정보,배송정보

롯데칠성 아이시스 양천점

상품배송업무

회원정보,주문정보,배송정보

상품배송업무
개정후

회원정보,주문정보,배송정보

롯데아이시스 강남점
수탁자
롯데멤버스
SK플래닛

위탁의 범위
회원 서비스 및 Lpoint적립
OCB 사용 및 적립
전산시스템구축 및 유지보수

롯데쇼핑㈜e커머스사업본부
롯데택배
LGU+/카카오페이
/롯데멤버스/네이버페이
KSNET
(주)엠포
㈜비즈톡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엠앤서비스(주)
서울신용평가정보
㈜위드베이비
㈜푸드사이언스
㈜지유월드와이드
롯데칠성샘물 영등포점
롯데아이시스 구로점
롯데칠성 아이시스 양천점

제5조 수집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4.
-

요청배송 정보 (송,수하인배송지정보및연락처)

신용카드 및 온라인결제처리

회원정보, 주문정보

카카오알림톡발송 및 문자메시지발송
카카오톡 알림톡
문자발송
기프티콘 서비스
본인인증, 아이핀인증
제품주문 및 배송업무
제품주문 및 배송업무
제품주문 및 배송업무
상품배송업무
상품배송업무
상품배송업무

회원정보
회원정보
회원정보
회원정보(수신자휴대폰번호)
회원정보
회원정보,주문정보,배송정보
회원정보,주문정보,배송정보
회원정보,주문정보,배송정보
회원정보,주문정보,배송정보
회원정보,주문정보,배송정보
회원정보,주문정보,배송정보

상품배송업무
상품배송업무
제품주문 및 배송업무
제품주문 및 배송업무
온라인마케팅 대행
개정전

회원정보,주문정보,배송정보
요청배송 정보 (송,수하인배송지정보및연락처)
회원정보,주문정보,배송정보
회원정보,주문정보,배송정보
회원정보, 주문정보

개인정보관리 담당자
성명 : 임종윤
소속부서 : EC팀 EC1담당
전화번화 : 1522-8000
전자우편 : chilsungmall_ebiz@lott.net
개정후

제18조.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회원정보, 주문정보, 배송정보

VOC 고객상담
상품배송업무

롯데아이시스 강남점
CJ대한통운
SNSE
신성아이넷
DMC, 애드브릭스

제18조.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제공되는 정보
회원정보, 주문정보
회원정보, 주문정보

4. 개인정보관리 담당자
- 성명 : 안충균
- 소속부서 : EC팀 칠성몰담당
- 전화번화 : 1522-8000
- 전자우편 : chilsungmall_ebiz@lott.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