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단체 팀 운영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스톤게이트CC(이하 “클럽”이라 한다) 연간 단체 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체 팀의 구성)
1. 연간 단체 팀의 구성은 3팀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2. 이용기준은 연 10회, 매월 1회 플레이를 기준으로 한다.
3. 4인 1팀 구성을 원칙으로 하며, 3인 플레이는 1팀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연간 단체 팀의 회장 또는 총무는 단체의 예약, 취소, 매너 등 위약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제3조(단체 팀의 배정)
1. 연간 단체 팀의 구성 및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모든 등록되어진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당 클럽의 매출 기여도, 팀당 인원수, 진행 협조, 매너, 에티켓 준수, 사전 조편성 등의 실적이 연간단체 배정의 평가
기준이 된다.
제4조(예약,취소 및 위약관리)
1. 연간 단체 팀의 운영은 2020년 01월 ~ 12월까지이며, 연간 예약으로 한다.
2. 예약 확정은 경기일 15일 전 SMS로 통보되며, 경기일자는 월~금요일(국, 공휴일 제외)에 한하여 플레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천재지변(강설, 폭우, 안개등)으로 인한 당일 휴장 및 국공휴일과 단체 일정이 중복되었을 경우, 일자 변경 없이 자
동 취소된다. (단, 사전 협의 시 다른 평일로 조정 가능함)
4. 팀 수 변경 및 취소는 해당일 5일 전 12:00까지로 하며, 팀 전체 취소(휴회)는 15일 전 17:00까지로 한다.
취소일정 경과 시 팀당 300,000원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5.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무단결장 시 연간 예약이 자동 취소되며 팀당 600,000원의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6. 위약사항에 따른 위약금은 일주일 내로 지불하여야 하고, 미납 시 익월 시간배정이 불가하다.
7. 결정 된 연간 예약 일정은 타 회원과의 예약상황을 고려하여 일자 변경이 불가하다.
8. 일조시간 변경(10월~12월)으로 인하여 예약시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
9. 연간 단체 팀은 2회 연속(2개월)으로 휴회할 수 없으며, 연간 2회 휴회할 수 있으나 그 중 1회는 반드시 11월~12월
중에 하여야 하며, 휴회 시 사전에 클럽에 통보하여야 한다.
10. 휴회를 할 경우 반드시 휴회신청서로 접수하여야 하고(15일전 17:00), SMS로 휴회확정을 확인 받아야 한다.
11. 연간단체 신청 시 등록한 팀 수를 고정 팀 수로 하며, 미달 시 팀 수 임의변경 될 수 있으며, 3개월 연속 팀 수 미달
시 이용 제한 및 자동탈회 될 수 있다.
제5조(이용기준)
1. 연간 예약 일정은 매월

번째

요일

부

시대

팀으로 한다.

2. 연간 단체 팀의 그린피는 별도 적용하며 클럽이용금액(레스토랑 및 프로샵)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체 사정으로 인한 시간대 변경 시에는 정상요금이 적용된다.
그린피 :

회장 :

레스토랑 :

프로샵 :

총무 :

3. 연간 확정(등록)된 팀 수에서 2팀 이상 취소할 경우, 상기 혜택을 받지 못한다.
4. 경기일 Tee-Off 전 레스토랑 및 프로샵 이용을 예약하여야 한다.
5.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 조편성과 경기진행 협조 및 클럽에티켓, 매너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정산)
요금정산은 총무(지정1인)가 일괄정산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등록취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단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연간 3회 이상 휴회 시(전체취소 포함)
2. 위약금 미납 시
3. 레스토랑 이용이 2개월 연속 없을 경우
4. 에티켓 및 매너 불이행 시(제10조 2항)
제8조(시간배정 조정)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배정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등록된 팀의 인원 대비 참석률이 80% 이하인 경우
2. 경기진행 비협조 및 에티켓 불량일 경우
3. 클럽이용금액(레스토랑 & 프로샵)이 3개월 연속 기준 미달일 경우
제9조(경기진행 및 기타 준수사항)
1. 클럽 이용 시 경기 진행에 적극 협조하며, 경기로컬룰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에티켓 및 매너를 반드시 준수하고, 불이행 시 이용에 제한(등록취소)을 줄 수 있다.
- 지나친 내기 및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과한 문신이나 복장을 한 자
- 짧은 반바지, 트레이닝복, 슬리퍼 등 불량한 복장을 착용한 자
- 지정된 장소 이외에 흡연 및 음식물 섭취를 하는 자
- 욕설, 폭언, 성희롱, 고성방가 등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느끼도록 한 자
3. 클럽의 레스토랑과 프로샵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시상품 및 음식물은 반입할 수 없다.
4. Tee-Off 40분전에는 골프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Tee-Off 10분전까지 지정된 출발장소에 서 대기하여야 한다.
5. 천재지변(강설, 폭우, 안개등)으로 인해 휴장결정이 된 경우 자동 취소 할 수 있다.
6. 팀 조 편성표를 경기일자 3일전 12시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
7. 모든 일정이 SMS로 이루어지므로 회장 및 총무 연락처는 변경 시 클럽에 통보하여야 한 다.
연락처 변경 미 통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상황(취소, 미내장, 위약금)에 대해서 당 클럽은 책임지지 않는다.
부칙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한다.

20 년

연간단체 대표 :
(휴회 일정 :

월

일

(인 또는 서명)
월, 11 / 12 월)

연간단체 운영규정 요약

1. 연간단체는 연 10회, 매월 1회 라운드를 원칙으로 하며, 연간 3회 휴회 시 단체혜택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연속 2개월 휴회 불가, 11~12월 중 1회 휴회)
2. 연간단체 일정이 국공휴일과 중복되었을 경우, 자동 취소됩니다.
3. 매월 예약 시간은 총무님 휴대전화 SMS로 15일 전에 발송되오니 예약시간 및 팀 수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4. 휴회 시에는 15일 전까지 반드시 휴회신청서를 접수하시고 휴회확정 SMS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팀 수 변경 및 취소는 해당일 5일전 12:00까지이며, 이 후 취소에 대해서는 위약 적용됩니다.
(제 4조 위약관리 참고)
6. 3일 전까지 조편성을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결제 방법은 사전 통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외부상품 및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며, 경기진행에 적극 협조하며 에티켓 및 매너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연간단체 회장/총무님은 단체의 예약, 취소, 매너, 위약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며 운영중에 임원진이 바뀔 경우 클
럽 이용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여 주시고, 변경등록하시기 바랍니다.
9. 회장/총무님은 연간단체와 관련된 혜택을 받으시며, 그에 따른 등록절차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클럽이용과 관계된 내용은 SMS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휴대전화 변경 시 필히 연락주시고, 변경내용을 통보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사항(취소, 미내장, 위약금)에 대하여 클럽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10. 당사에 등록된 회장/총무님 외에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1. 회장/총무님은 내방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