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인정보 처리방침

 조항 : 스마트오더 (사전주류 예약 결제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 및 주문예약 정보 활용 동의서

 ※ 해당 내용은 주문서 내 스마트오더 이용약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삭제)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변경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개인정보 수집 및 주문예약 정보 활용 동의서

제1조 (스마트오더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회사는 회원님의 동의가 있거나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 에도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를 넘어 타기관에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이용목적)

주문예약, 온·오프라인 스마트결제, 온·오프라인 일반결제 및 주문예약상품의 픽업매장으로 주문

예약 서비스

주문예약자정보, 주문예약상품의 구매/취소/반품/교환/환불 정보(주문일시, 출고일시)

본인여부 확인, 미성년자여부 확인, 성인인증 확인, 주문예약번호, 상품명, 주문예약 수량, 결제금액

총합, 결제형태·수단, 주문예약 정보(주문예약자 성명, 주문예약자 전화번호, 주문예약 픽업매장 정

보, 요구사항),이메일주소, 주문예약 상품정보 및 그에 따른 저장정보(QR코드 또는 바코드, 기타 정

보 저장형식 파일), 주문예약상품의 수취지정지로의 송장정보

제3조 (소비자회원 주문예약 정보 활용 동의)

주문예약 당사자인 본인은 성실 납세자로써 주문예약한 제품의 온·오프라인 스마트결제 또는 온·오

프라인 일반결제 및 구매완료 시, 주문예약 주류구매와 관련한 일체의 데이터를 롯데칠성음료㈜,

코리아세븐, 코리아세븐 가맹점주, 국세청에 제출하는데 이의가 없음을 동의합니다. 또한 위의 동

의와 함께 제공된 데이터는 주문예약 당사자의 가명의 정보로 원활한 거래와 더 나은 칠성몰 서비

스를 위하여 롯데칠성음료㈜, 코리아세븐, 코리아세븐 가맹점주, 국세청에 활용함에도 동의합니다.

제4조 (주문예약 주의사항)

① 성인인증 도용 등 기타의 경우로 미성년자가 물품을 구매 확인시,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

인 또는 회사가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수령하신 제품의 불량, 파손, 오배송일 경우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합니다. 이상이 있으실경우 포

장을 뜯거나 버리지 마시고 수령하신 그대로 주문확인증 문자(LMS) 지참 후 점포로 방문 하시어

수령 가능합니다.

③ 결제 후 지정하신 날짜에 점포 방문 하시어 수령 가능합니다.

④ 신분증과 주문 확인증 미 지참 시 수령 불가 합니다.

⑤ 점포 방문시 주문 확인증 문자(LMS)을 계산원에게 보여주세요

⑥ 예약 완료 후 점포 변경 및 상품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⑦ 지정하신 수령일자로부터 14일 경과 시 주문 확인증 사용불가 및 상품은 배송센터로 회송됩니

다.

⑧ 교환 및 반품의 경우 주문확인증 문자(LMS)지참하시어 점포 방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