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팀명 신청팀수 팀 지  역 □연장
□신규

희망일자 째주 요일 희망시간 1부 2부

연간이용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회  장
성  명                 (서명)

총  무
성  명                  (서명)

휴대폰 휴대폰

예치금 300,000원
입금일자 20    년    월    일 입금자

입금계좌 기업은행 232-112996-01-015 / 장수레저(주)

이용조건

◉ 라운드 연 7회 이상 이용 (3월-4월 필수 이용, 7월-8월 선택 1회 이용 필수)

◉ 1부 07시50분 이전, 2부 지정 타임 적용

   - 2부: 3~4월 12:30 이후 I 5~8월 13:30 이후 I 9월~12월 12:30 이후

◉ 레스토랑 연 4회 이상 이용 (팀 전원 중식 또는 석식 이용)

◉ 월별 예약 보장 (이용체크가 되어있는 월에 한해 우선예약 부여)

◉ 그린피: 전원 인터넷회원가(월별운영요금 적용)

◉ 연단체대항전 대회 개최시 참가자격 부여

◉ 팀전원 인터넷회원 가입 필수

- 연단체 약정에 관한 유의사항 -

1. 예약은 이용체크가 되어있는 월에 한해 4주 전 우선예약을 진행합니다.

   (신청일 외의 일자 및 시간 변경시 예약확정이 불가할 수도 있음)

2. 이용횟수는 최소 3팀(12명) 이상, 팀당 4인 이상 기준일 경우 인정됩니다.

3. 예약취소는 경기일 14일 전까지, 팀수변경은 경기일 10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4. 연단체 이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할시 예치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5. 해당일 공휴일인 경우 일자 변경은 불가능하며 임박 취소시, 위약 기준을 따르며 골프장 행사 및 

대회가 있는 경우 예약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6. 진행지연, 과도한 음주, 기타 비매너 행위등 문제 발생시 연단체 자동 탈회됩니다.

7. 조편성표는 경기일 3일 전까지 예약실 팩스 또는 문자로 송부바랍니다.

8. 식음 및 시상품 구매는 당사 클럽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9. 연단체 팀 전원 인터넷회원 가입을 필히 하셔야 합니다

10. 본 장수골프리조트 연단체 등록신청서 상의 협약 내용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상기와 같이 연단체 등록을 신청하며, 귀사의 연단체 운영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 이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 연단체 팀전원 인터넷회원 가입을 필히 하셔야 합니다.

２０２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2023년 장수골프리조트 연단체 등록신청서

 ■예약실전화 : 063-350-1004      ■예약실팩스 : 063-351-1760      ■레스토랑 : 063-350-1130

 ■홈페이지 : www.jangsugolf.com   ■조편성문자 : 010-5871-0365

 ■주소 :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장안산로 303 (궁양리 955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