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임

성격
지역

회 장 H.P

총 무 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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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1부 80,000 70,000 80,000 9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5,000 125,000 125,000 100,000

2부 80,000 80,000 90,000 105,000 105,000 105,000 90,000 90,000 105,000 125,000 125,000 100,000

1부 120,000 120,000 115,000 135,000 135,000 135,000 130,000 130,000 135,000 140,000 140,000 115,000

2부 120,000 130,000 125,000 140,000 140,000 140,000 130,000 130,000 135,000 140,000 140,000 125,000

2021년 사우스링스 영암 연단체팀 신청서 

※ 3팀 이상 신청가능

단체명 희망일자          째주         요일

주말

주중

▼진행하실 월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6회 이상, 상반기3회,하반기3회)  연      회 이용▼

시간

팀 수

특이사항
(경기방식,결제방식,

레스토랑이용)

희망시간:

보증금 입금계좌: 기업은행 191-129440-04-017 썬카운티(주)

문의:061-460-6000~3    Fax:061-460-6005

※ 카트비 포함 / 4인 기준 / 짐앵코스 기준 , 카일필립코스 1만원 추가

이용 약정

1. 접수

▶연단체 접수 신청 필요 서류 - 연단체 신청서 1매, 약정서 1매

▶연단체 보증금 200,000원 입금 확인 후 접수 완료가 되며, 연단체 회원 혜택이 적용된다.

▶연단체 모든 일정 완료 후, 6회 이상 내장한 연단체에 한하여 보증금이 반환 처리 된다.

 

2. 예약 / 변경 / 취소

▶연 6회 이상 내장 기준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팀당 4인기준이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월,코스,시간의 '정상그린피' 적용된다. (2인,5인 플레이 불가)

▶연단체 일정은 월, 주, 요일, 지정된 시간대를 고정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일정 이외 추가 예약 희망 시, 예약 및 연단체 혜택 적용 가능여부는 당 클럽에서 정한다.

▶연단체 행사일이 공휴일(대체휴일 포함) 및 대회 개최와 겹칠 경우, 다른날짜로 변경 가능하다.

▶단체팀 전원 사우스링스 영암 홈페이지(www.southlinks.co.kr) 인터넷 회원가입을 진행하여야 한다.

▶일정 변경 시 한달 전 요청, 팀수 변경 및 취소, 전달 사항은 일주일 전까지 완료 한다.

▶경기당일 1팀 이상 취소 시,  1회-보증금 차감(추후 보증금 반환 불가), 2회-위약금 적용

▶영암군민 할인 등 중복할인 불가

3. 요금정산

▶입장료는 선불이 원칙이며, 결제 특이사항은 예약실 및 프론트에 사전 요청하여야 한다.

▶3인, 2인 내장 시, 해당 팀은 정상요금이 적용된다.(1팀당 4인이상 내장시만 연단체 혜택 적용)

4. 라운드와 경기진행

▶Tee_off 40분 전까지 내장, Tee_off 20분전까지 스타트 도착하여 준비 한다.

▶조편성 명단은 경기일 3일전 제출하여야 한다. FAX) 061-460-6005      문자발송) 010-5662-8685

▶5인플레이 진행은 반드시 사전에 요청하여야 하며, 사전 요청없이 경기 당일 5인 내장 시, 진행이 불가하다. (혼성불가)

▶연단체 일정 지정월에 미내장, 무리한 요구, 약정서 내용 위반 및 불이행 시

   추후 연단체 진행여부는 당 클럽에서 결정하며 상황에 따라 중도 탈회처리 될 수 있다.

본인은 사우스링스 영암 연단체팀 혜택을 숙지 하였으며, 이에 동의 하여 신청 합니다.

20     년  _____월 _____일

    신청인:___________________ (인)



▶ 공휴일(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과 5월 1일(근로자의날)은 연단체 예약 배정에서 제외된다.

2021년 사우스링스영암 연단체 이용 약정서

단체명 : ㅇ                            ㅇ

1. 접수

▶ 연단체 접수 신청 필요 서류 - 연단체 신청서 1매, 약정서 1매

▶ 연단체 보증금 200,000원 입금 확인 후 접수 완료가 되며, 연단체 회원 혜택이 적용된다.

   연단체 모든 일정 완료 후, 6회 이상 내장한 연단체에 한하여 보증금이 반환 처리 된다.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2. 예약 / 변경 / 취소

▶ 연 6회 이상 내장 기준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팀당 4인기준이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월,코스,시간의 '정상그린피' 적용된다. (2인,5인 플레이 불가)

▶ 연단체 일정은 월, 주, 요일, 지정된 시간대를 고정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일정 이외 추가 예약 희망 시, 예약 및 연단체 혜택 적용 가능여부는 당 클럽에서 정한다.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 단체팀 전원 사우스링스 영암 홈페이지(www.southlinks.co.kr) 인터넷 회원가입을 진행하여야 한다.

▶ 신청 팀외 팀수 추가등은 불가하며, 전체 예약취소,변경은 2주전 / 일부1~2팀 취소의 경우 1주전까지 완료한다.

    그 이후취소시 주중 위약금 1팀당 10만원, 주말 1팀당 20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본인은 사우스링스영암 연단체팀 이용 약정서를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하여 신청합니다.

4. 라운드와 경기진행

▶ Tee_off 40분 전까지 내장, Tee_off 20분전까지 스타트 도착하여 준비 한다.

▶ 조편성 명단은 경기일 3일전 제출하여야 한다.

   FAX) 061-460-6005  /  문자발송) 010-5662-8685

▶ 5인플레이 진행은 반드시 사전에 요청하여야 하며,

   사전 요청없이 경기 당일 5인 내장 시, 진행이 불가하다.

▶ 연단체 일정 지정월에 미내장, 무리한 요구, 약정서 내용 위반 및 불이행 시

   추후 연단체 진행여부는 당 클럽에서 결정하며 상황에 따라 중도 탈회처리 될 수 있다.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3. 요금정산

▶ 입장료는 선불이 원칙이며, 결제 특이사항은 예약실 및 프론트에 사전 요청하여야 한다.

▶ 3인, 2인 내장 시, 해당 팀은 정상요금이 적용된다.(1팀당 4인이상 내장시만 연단체 혜택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