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한항공 귀중

□

날짜(DATE)

환불 (FOR REFUND)
항공권 또는 환불접수증 번호
(TICKET NUMBER OR RAAN NUMBER)

위임인

성명 (NAME)

(Passenger)

수임인

성명 (NAME)

(ATTORNEY-IN-FACT)
전화번호 (PHONE NUMBER)

전화번호 (PHONE NUMBER)

생년월일 (DATE OF BIRTH)

생년월일 (DATE OF BIRTH)

본인은 상기 항공권 환불의 일체 권한을 상기 수임인에게 위임하오니, 수임인에게 지불하여 주시고 이에 관련되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본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As I entrust all rights for REFUND of unused transportation documents to the person above, please pay the refundable amount to the
person presenting himself/herself as a designated attorney on this document. I understand that I will take the responsibility for the
problems that may occur in accordance with refunding through attorney-in-fact.
■ 개인 정보 보호 지침
해당 양식의 개인 정보는 대한항공에 요청하신 업무를 처리 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정보로,개인정보 주체가 정보 제공을 원치 않는 경우, 대한항공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모든 개인정보 주체(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 대리인)는 다음의 권리를 지닙니다.
가. 자신의 정보 처리를 거부할 권리
나. 언제든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수정, 정정, 삭제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 처리를 거부하고 동의를 철회할 권리
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관리자에게 이전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
라. 개인정보 보호 권한 당국에 (특히, EU 회원국에 거주하거나, EU 회원국의 직장에 재직 중인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만을 제기할 권리
마.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주체의 사망 후 개인 정보 처리에 대해 결정할 권리
개인정보 주체는 대한항공 웹사이트 privacy@koreanair.com로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260(공항동), EU 지역은 9, Bd de la
Madeleine 75001, Paris, France로 서면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와 권리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대한항공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
(https://www.koreanair.com/global/en/footers/Privacy-Policy.html) 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Data protection
The personal data Korean Air collects in this form is strictly necessary for the purpose for which this form has been prepared.
If you do not provide us with your data, we will not be able to deal with your request.
• Under certain conditions, you are entitled to certain rights, such as the right to:
̵

have access to your data;

̵

rectify, request the portability or erasure of your data;

̵

object to or restrict the processing of your data;

̵

lodge a complaint with a supervisory authority; and

̵

set instructions in relation to the processing of your data after your death (to the extent French law applies to you).

You can exercise your rights by sending a request us at privacy@koreanair.com or at 9 boulevard de la Madeleine, 75001, Paris, France.
For more information on the way Korean Air processes your personal data and your rights, please refer to our Privacy Policy available at
https://www.koreanair.com/global/en/footers/Privacy-Policy.html.

서명 (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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