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lpha Wildcard 신청서 

 

1.고객 정보  [ □ 신규  □ 연장 - (해당사항에 체크) ]  

도메인 정보 

(영문작성)  

도메인명 예)www.domain.com 회사명 예) English Name Corp. ( 정확히 기재 요망) 

부서명 예)Develop Division 시군구 예) GangnamGu 

지역 예) Seoul 국가 예 Korea 

사용웹서버 

□ Apache 

□  Exchanges 

□ Tomcat 

□  Jeus 

□ Jboss 

□ jrun 

□ Resin 

□ Webtob  

□ Nginx 

□ Lotus Domino  

□  Microsoft IIS  

□  Weblosic  

□  Iplanet 

□  IHS 

□  OHS  

□  Lotus Domino  

※ 회사의 웹사이트 및 관련 정보를 영문으로 입력해주십시오. 

※ 기재될 도메인명은 고객의회사에서 소유권이 있어야 하고 Whois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 CSR 정보(CSR 정보는 COPY 하여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웹 서버 계정정보를 보내주시면 처리해드리겠습니다. 

※ 신청기관과 요금납입기관이 같은 경우에는 [요금납입기관] 란의 ※표시된 부분은 기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자 

정보 

상호(이름)  대 표 자          사업자/주민번호            

전화번호  핸 드 폰  FAX  

담당자명  패스워드  전자메일  

주소(한글)    

주소(영문)  

도메인 소유자 메일주소 ( *반드시 등록기관에 확인하셔서 도메인 소유자 메일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2. 서비스 신청 사항 : 개통일  20    년     월      일  

구 분 이용료 

서비스 
□  Alpha WildCard 서비스(1 년) 450,000 

원 
□  Alpha WildCard 서비스(2 년) 900,000 

초기납부액 : 1 년 495,000 원 2 년 990,000 / (년납/ 부가세 포함) 

※결제 계좌 안내 : 국민은행 484201-01-054223 (예금주 : (주)누리호스팅) 

 

 

3. 약관 확인서 및 기업 신용 정보 활용 동의서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누리호스팅은 당사로부터 취득한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 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및 활용 시 당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누리호스팅은 당사로부터 취득한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사 등에 제공하여 당사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과 ㈜누리호스팅 이용약관에 대해 동의하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와 같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 ㅁ 동의함 ㅁ 동의안함)    

㈜누리호스팅은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와 같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며, 신용정보활용에 동의합니다.  

                                                                                                      ( ㅁ 동의함 ㅁ 동의안함)    

 

  년          월            일 

 

상호(이름)명 :                         (인)   (직인) 

 

 

4.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개인사업자 :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개      인 :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신분증사본 

 

 

http://www.domain.com/


 

개인정보 수집 및 보관에 대한 동의 

 

제1조 총칙 

1.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를 말합

니다. 

2.  (주)누리호스팅은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누리호스팅은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2조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에 대한 제공 및 공유 

1. (주)누리호스팅은 귀하의 동의가 있거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에

서 고지한 범위를 넘어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기업,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귀하에게 제공받거나 공유하는 자가 누구이며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 제공 또

는 공유되는 개인정보항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전자우편 또는 서면을 통

해 고지한 후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해 귀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해 귀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소비자 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3조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 

1. 수집항목 

필수항목 : 아이디, 도메인, 이메일 주소, 휴대번호, 신분증 또는 개인 증빙자료 사본 첨부 시 사본 내 개인정보 

2. 수집목적 

서비스 이용 관련 정보 변경 및 본인 확인 절차에 이용 

제4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법정 기간(5년) 

-정보제공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삭제합니다. 

단 타 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유하도록 한 기간 동안은 보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5조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서버호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ㅁ 위 내용을 모두 읽었으며 개인정보 제공 및 보관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상호(이름)명 :                         (인)   (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