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인정보 처리방침

1. 필수입력사항

1. 필수입력사항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전

1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내용순번

2

제13조.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제13조.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조회, 수정을 위해서는 [마이페이지]-[회원정보관리] 메뉴에서 가능하며, 가입 해지(동의철회)를 위해서는 [마이

페이지]-[회원정보관리]-[회원탈퇴] 메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혹은 개

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L.POINT 통합회원, 휴대폰인증회원, 이메일간편회원, 소셜간편회원(네이버/카카오톡) 모두 동일합니다.

회원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

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칠성몰은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칠성몰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

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1조. 수집하는개인정보항목

제1조. 수집하는개인정보항목

4) 네이버 및 카카오톡 회원
- 회원가입 및 로그인 서비스 : 네이버 계정, 카카오톡 계정

4) 네이버 및 페이스북, 카카오톡 회원
- 회원가입 및 로그인 서비스 : 페이스북 계정, 네이버 계정, 카카오톡 계정

개정 후

이용자는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조회, 수정을 위해서는 [마이페이지]-[회원정보관리] 메뉴에서 가능하며, 가입 해지(동의철회)를 위해서는 [마이

페이지]-[회원정보관리]-[회원탈퇴] 메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혹은 개

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L.POINT 통합회원, 휴대폰인증회원, 이메일간편회원, 소셜간편회원(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톡) 모두 동일합니다.

회원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

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칠성몰은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칠성몰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

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