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약관 

최근 업데이트: 2021년 7월 28일 

1. 본 약관은 www.goldenstar-casino.com (이하 "카지노")와 귀하(이하 "귀하" 또는 

"겜블러(Gambler)") 사이의 계약 동의를 구성합니다. Goldenstar Casino는 큐라소(Curacao) 

규정에 따라 등록되고 설립된 기업인 Dama N.V.에서 운영하는 카지노입니다. Dama N.V.는 

허가 라이센스를 받았으며, Antillephone N.V.에 따라 규제됩니다. (라이센스 번호. 

8048/JAZ2020-013). Dama N.V.의 등록 번호는 152125이며 등록 주소는 Julianaplein 36, 

Willemstad, Curaçao입니다. Friolion limited 은 Dama N.V.의 대행 에이전시로서 역할을 하는 

Dama N.V.의 자회사로서 키프로스(Cyprus)에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 주소는 Pavlov Nirvana & 

Aipeias, 4, ALPHA TOWER, Floor 1, Flat 11, 3021, Limassol, Cyprus이고 등록 번호는 ΗΕ 

407624입니다. Paysafe를 이용한 모든 결제는 다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Dama N.V. 

2. 온라인 도박 게임에 대한 해당 지역의 현재 관련 법안과 규정에 대해 확인하는 것은 

전적으로 해당 플레이어의 책임입니다. 

3. 본 약관은 2016년 8월 26일자로 시행되었으며 2020년 6월 15일에 최종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본 카지노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 약관을 읽어 주십시오.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 카지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등록 및 카지노 방문은 귀하는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5. 본 카지노는 겜블러에게 약관 변경에 대한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약관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6. 약관의 변경 사항은 본 카지노 웹사이트에 게시된 후 즉시 발효됩니다. 

7. 약관의 변경 사항이 게시된 후에 본 카지노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귀하가 이런 변경 

사항에 대한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8. 본 약관을 포함하여 본 카지노 웹사이트에서 우선되는 언어는 영어이며, 번역이 오류에 

대해서는 본 카지노에 유리하게 해석됩니다. 

본 카지노의 이용 제한 

1. 저희 카지노는 법적으로 온라인 도박 게임이 허용되는 국가 또는 지역 출신 플레이어의 

이용을 허용합니다. 저희 웹사이트에서 베팅을 하기 전에 관할 지역의 관련 현행 법과 

규정에 대해 미리 조사해야 할 의무는 해당 플레이어에게 있습니다. 

2. 성년이 아닌 경우, 본 카지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성년은 18세 이상이며, 이는 

귀하의 거주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본사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며 플레이어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조항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당 플레이어의 어떤 예치금, 상금 및 손실을 배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플레이어의 해당 지역, 주, 국가의 온라인 도박 게임과 관련한 법을 

준수하는 것은 전적으로 해당 플레이어의 책임입니다. 

4. 온라인 게임의 참가가 귀하에게 적용되는 법령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귀하의 책임입니다. 현금을 예치하고 베팅하는 게임의 합법 

여부는 귀하가 속한 국가의 법령에 따르며, 귀하에게 해당되는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전적으로 귀하의 책임입니다. 

5. 본 카지노는 해당 플레이어에게 연령을 증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연령 기준에 맞지 않는 

플레이어의 카지노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해당 플레이어의 계좌를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6. 스웨덴 출신의 플레이어에게는 프로모션 프로그램의 참가, VIP 보상금 혜택뿐만 아니라 

무료 포인트 전환 등을 포함하여 어떤 보너스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7. 희 카지노는 플레이어가 이런 제한 국가 정책을 위반한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인출 및 

환급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8. 미국, 영국, 스페인, 프랑스 및 해외 영토 (과들루프, 마르티니크, 프랑스 령 기아나, 

레위니옹, 마 요트, 세인트 마틴, 프랑스 령 폴리네시아, 월리스 푸 투나, 뉴 칼레도니아), 

네덜란드,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서인도 제도, 큐라 소, 지브롤터, 저지, 벨기에, 

그리스, 러시아 연방 또는 우크라이나. 카지노는 플레이어가이 제한 국가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인출 또는 환불의 성공적인 처리를 보장 할 수 없습니다. 

이용 가능 게임 

1. 간혹 변경될 수 있는 게임 제공업체의 정책에 따라 일부 게임은 특정 지역에서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 주십시오. 

2. VPN을 사용하여 공급자 차단을 우회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상금 몰수. 

3. NetEnt 게임은 다음 국가에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프칸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호주, 바하마, 보츠와나, 벨기에, 불가리아,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프랑스, 가나, 가이아나, 홍콩, 이탈리아,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쿠웨이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나미비아, 니카라과, 북한, 파키스탄, 

파나마, 필리핀, 포르투갈, 루마니아,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수단, 시리아, 대만,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우간다, 영국, 미국, 예멘, 짐바브웨. 



4. Street Fighter Video Slot은 상위의 국가 외에 다음의 국가에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앵귈라, 

앤티가 바부다, 아르헨티나, 아루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벨리즈, 버뮤다, 볼리비아, 

보네르, 브라질, 영국령 버진 제도, 캐나다, 케이맨 제도, 중국, 칠레, 클리퍼턴 섬,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쿠라사우,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그린란드, 그레나다, 

과들루프,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일본, 마르티니크, 멕시코, 

몬트세라트, 나배사 섬, 파라과이, 페루, 푸에르토리코, 사바, 생바르텔레미, 세인트 

유스타티우스, 세인트크리스토퍼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 마틴(Saint Maarten), 

세인트 마틴(Saint Martin), 생피에르 미클롱,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한국, 수리남, 

터크스카이코스 제도, 미국, 우루과이,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베네수엘라. 

5. Fashion TV Video Slot은 다음의 국가에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쿠바, 요르단,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6. Planet of the Apes Video Slot은 다음의 국가에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카타르, 러시아, 태국, 터키, 우크라이나 

7. Vikings Video Slot은 다음의 국가에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캐나다, 

중국, 프랑스,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파푸아뉴기니, 카타르, 

러시아, 한국, 태국, 터키, 우크라이나, 미국. 

8. Narcos Video Slot은 다음의 국가에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한국 

9. 또한, Universal Monsters (Dracula, Creature from the Black Lagoon, Phantoms Curse 및 The 

Invisible Man)은 다음의 국가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조지아,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몰도바, 모나코, 몬테네그로, 노르웨이, 러시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북마케도니아, 터키,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핀란드,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및 슬로베니아. 

10. 다음의 국가 출신의 플레이어는 NetEnt (Mega Fortune 등)에서 제공하는 잭팟 게임을 통한 

잭팟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호주, 아제르바이잔, 중국, 덴마크, 인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카타르, 러시아, 스페인, 태국, 튀니지, 터키, 우크라이나. 본 카지노는 

해당 국가 출신의 플레이어들이 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합당한 노력을 할 

것이며 언급된 국가 출신의 플레이어가 잭팟을 획득한 경우, 해당 상금은 무효가 됩니다. 

11. 캐나다 출신 플레이어는 NYX (NextGen)의 게임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게임 계정 

1. 본 카지노에서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 본 카지노에 등록하고 게임 계정을 개설해야 합니다. 



2. 등록 과정에서 특별 서식을 작성합니다. 귀하는 서식에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서식 항목 중에서 귀하의 이메일 주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지 않으면 비밀번호 복구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 주십시오. 

3. 또한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란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런 정보는 타인에게 공개하지 

마십시오. 본 카지노는 이런 개인 정보의 유출이나 귀하에게서 이런 정보를 받은 제3자의 

어떠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귀하는 한 개의 계정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각 거주지 주소, IP 주소 및 PC 당 

한 개의 계정이 허용됩니다. 한 개 이상의 게임 계정을 개설한 경우, 귀하의 모든 계정이 

중지되거나 삭제될 수 있으며 모든 배팅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다수의 게임 

계정을 사용한 기간에 수여 또는 누적된 귀하의 상금 및 보너스 또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귀하의 추가 계정에서 인출된 자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게임 계정을 개설하고 싶은 경우, 카지노 매니저(support@goldenstar-casino.com)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이 경우, 귀하의 현재 계정은 중지되고 새로운 계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 카지노의 한 개 이상의 계정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저희에게 이를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모든 귀하의 

계정이 중지됩니다. 

5. 본 카지노는 게임 계정의 개설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6. 귀하께서는 귀하의 계좌를 잘 유지하고 귀하의 새로운 정보를 항상 업데이트하셔야 

합니다. 

7. 희는 KYC 진행 절차 중 필요한 경우, 저희의 재량권으로 귀하의 사용자 계좌에 제공된 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해당 계좌가 완전히 증명될 때까지 어떤 지급도 

거부됩니다. 제공된 전화 번호가 정확하지 않거나, 누락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해당 플레이어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저희는 해당 플레이어의 상금을 압수하거나 해당 

사용자 계좌를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저희는 자금 인출과 관련해서 귀하께 

연락드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이(2)주일 동안 귀하께 연락(이메일 또는 전화)을 할 

수 없는 경우, 귀하께서는 KYC 진행 절차을 통과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해당 자금은 저희 

카지노에 보관될 것입니다. 

휴면 계정 

1. 비활성화 계정이란 12(십이)개월 동안 연속으로 로그인 및 로그아웃 기록이 없는 

플레이어의 계정입니다. 귀하의 플레이어 계정이 비활성화 상태인 경우, 본 카지노는 

귀하의 플레이어 계정의 잔액이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매월 €10 또는 다른 통화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또는 귀하의 플레이어 계정의 잔액이 €10 미만인 경우, 모든 잔액)의 관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2. 귀하는 귀하의 플레이어 계정이 비활성화되는 날을 기점으로 익월부터 이 수수료를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본 카지노에게 부여하며, 귀하의 플레이어 계정이 비활성화 상태인 

기간 동안 매월 초에 수수료가 인출됩니다. 본 카지노는 해당 계정의 잔액이 없거나 다시 

활성화 상태가 된 경우, 이 수수료의 인출을 중단합니다. 

통용 통화 

1. 유로(이하 "EUR") 

2. US 달러(이하 "USD") 

3. 호주 달러(이하 "AUD") 

4. 캐나다 달러(이하 "CAD") 

5. 노르웨이 크로네(이하 "NOK") 

6. 폴란드 즐로티(이하 "PLN") 

7. 뉴질랜드 달러(이하 "NZD") 

8. 남아프리카 랜드(이하 "ZAR") 

9. 일본 옌(이하 "JPY") 

10. 한국 원(이하 "KRW") 

11. 비트코인(이하 "BTC") 및 다음과 같은 암호화폐:"ETH", "DOG", "BCH", "LTC", "USDT" 

비용 및 세금 

1. 귀하의 관할 거주 지역의 법령에 따라 귀하의 상금에 부과되는 모든 비용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할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께 있습니다. 

게임 규칙 

1. 본 약관에 대한 동의는 귀하께서는 저희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 규칙에 대해 

인지하고 이해한다는 것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귀하의 재량에 따라 각 게임의 이론적인 

배당률에 대해 더 자세히 인지하시면 됩니다. 

게임 계정의 게임 머니 충전 

1. 게임 계정의 충전은 본 카지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PAYSAFE를 통한 모든 결제는 DAMA N.V.를 통해 처리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 귀하의 거주국에서 가장 유리한 결제 방법에 대한 문의는 저희 고객지원팀의 이메일( 

SUPPORT@NEWCASINO.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저희 카지노는 제3자 결제 방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는 귀하의 성함으로 등록된 

은행 계좌, 은행 카드, 전자 지갑(E-WALLETS) 또는 기타 결제 방법을 통해서만 예치금을 

예치하실 수 있습니다. 보안 확인 과정에서 귀하께서 해당 약관을 위반하셨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귀하의 상금은 압수되며, 최초 예치금은 해당 결제 계좌의 소유주에게 환급될 

것입니다. 저희 카지노는 제3자 계좌로부터 예치된 자금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등록 시 겜블러가 명시한 통화 외의 통화로 계정을 충전 시, 모든 환전 수수료는 겜블러가 

지불합니다. 

5. 게임 계정의 거래 당 최소 충전 금액은 EUR 20 / USD 20 / AUD 30 / CAD 30 / NOK 200 / PLN 90 

/ NZD 30 / ZAR 350 / JPY 2,400 / KRW 26,000 / BTC 0.002 / USDT 20 / LTC 0.4 / ETH 0.06 / BCH 

0.1 / DOG 3500. 

6. 게임 계정의 거래 당 최대 충전 금액은 EUR/USD 4,000 또는 다른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BTC – 무제한입니다. 

7. 암호 화폐의 특성상 CoinsPaid 결제 시스템을 통한 입금에는 입금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카지노에서 도박을 제한하려면 다른 가능한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인출 정책 

1. 게임 계정의 인출은 본 카지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본 카지노는 겜블러가 명시한 지불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닙니다. 

3. 인출 요청의 처리 기간은 0에서 24시간입니다. 

4. 본 카지노에서 겜블러의 계정으로의 인출금 수신 일자는 은행 및 지급 시스템 및 자금이 

인출되는 계정에 따라 다릅니다. 

5. 겜블러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출 요청 처리 기간은 신원 확인 서류의 인증 

일자로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6. 겜블러가 인출을 요청한 일자로부터 이주일 이내에 요청한 신원 확인 서류를 제공하지 못 

한 경우, 자금의 인출은 취소되면 겜블러의 계정은 사용 중지됩니다. 이 경우, 본 카지노는 

해당 겜블러의 불법적 행위 카지노 사기, 잘못된 정보 제공, 사기 및 다른 부정 행위 여부에 

대한 혐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본 카지노는 해당 겜블러의 모든 배팅과 



상금을 취소하거나 본 카지노의 손실 및 제3자의 잠재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해당 

겜블러의 게임 계정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7. 게임 계정의 거래 당 최소 인출 금액은EUR 30 / USD 30 / AUD 45 / CAD 45 / NOK 300 / PLN 

135 / NZD 45 / ZAR 525 / JPY 3,600 / KRW 39,000 / BTC 0.003 / USDT 30 / LTC 0.6 / ETH 0.09 / 

BCH 0.15 / DOG 5250. 

8. 게임 계정의 거래 당 최대 인출 금액은 EUR/USD 4,000 또는 EUR 환율로 계산했을 때 다른 

통화/BTC로 이에 상당한 금액입니다(YandexMoney, Comepay, Sberbank Online, Mobile 

Commerce, Svyaznoy, Euroset, QIWI 제외). 

9. Yandex Money, Comepay, Sberbank Online, Mobile Commerce, Svyaznoy, Euroset, QIWI에 대한 

게임 계정의 거래 당 최대 인출 금액은 USD 200/EUR 200입니다. 

10. 자금 인출의 일일 한도는 USD 5,000 / EUR 5,000 / AUD 7,500 / CAD 7,500 / NOK 50,000 / PLN 

20,000 / NZD 7,500 / ZAR 75,000 / JPY 600,000 / KRW 6,500,000 / BTC 및 다른 암호 화폐의 

경우는 EUR 환율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11. 자금 인출의 주간 한도는 10,000 / EUR 10,000 / AUD 15,000 / CAD 15,000 / NOK 100,000 / PLN 

40,000 / NZD 15,000 / ZAR 150,000 / JPY 1,200,000 / KRW 13,000,000 / BTC 및 다른 암호 

화폐의 경우는 EUR 환율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12. 자금 인출의 월간 한도는 USD 30,000/ EUR 30,000 / AUD 45,000 / CAD 45,000 / NOK 300,000 / 

PLN 120,000 / NZD 45,000 / ZAR 450,000 / JPY 3,600,000 / KRW 39,000,000 / BTC 및 다른 암호 

화폐의 경우는 EUR 환율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13. VIP 도박꾼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갬블러가 프로그레시브 잭팟에서이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4. 겜블러가 자금의 인출을 요청할 때, 가장 최근 예치한 후 베팅한 금액이 해당 예치 금액의 

3(세)배 미만인 경우, 본 카지노는 귀하께 예치금 및 인출금의 거래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환불 정책 

1. 플레이어가 타인이 자신의 플레이어 계정에 접속했다는 혐의를 제기한 경우, 해당 거래 후 

최초 이십사(24)시간 이내 또는 삼십(30)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만 이에 대한 

처리가 고려됩니다. 

2. 신용카드로 귀하의 계정에 예치금을 이체한 경우, 저희는 귀하의 구매에 대한 환불로서 

예치금의 총액까지 모든 인출 요청을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닙니다. 귀하의 인출이 



예치금의 총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은 저희의 대체 지급 방법으로 귀하에게 

지급됩니다. 

3. 환불이 처리되기 전에 환급할 금액을 계산하기 앞서 귀하의 잔액 중 모든 보너스 및 상금이 

차감됩니다. 

4. 저희의 결제 프로세서 또는 본 카지노에서 신용카드 구매가 용납할 수 없는 보안 위험 및 

법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저희는 모든 거래 금액을 해당 신용카드로 환불하고 관련 

당국 및 기관에 통보할 것입니다. 

5. 환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은 플레이어가 부담합니다. 

사기 방지 정책 

1. 저희는 본 카지노에서 모든 금융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 기술을 사용합니다. 모든 사기 

시도는 해당 겜블러의 계정의 즉각적인 중지 및 카지노의 모든 자금 압수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플레이어는 룰렛, 카드 게임 등의 테이블 게임에서 어떤 속임수 전략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카지노는 이런 속임수 전략을 사용한 해당 플레이어의 모든 상금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3. 플레이어의 계정을 인증하기 위해서 카지노 매니지먼트는 라틴 또는 키릴 알파벳으로 

관련 서류(ID, 결제 시스템, 공과금 청구서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상위에 

언급된 알파벳으로 명시된 해당 서류를 제공하지 못 한 경우, 카지노는 해당 플레이어의 

서류를 영상으로 인증하는 비디오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4. 회사는 엄격한 사기 방지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사기 방지를 활용합니다. 도구 및 

기술. 플레이어가 사기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른 플레이어와의 모든 유형의 공모에 참여 

불공정 한 상금 획득을위한 전략 개발 

다른 온라인 카지노 또는 결제 제공 업체에 대한 사기 행위 

신용 카드를 사용한 지불 거절 거래 또는 일부 결제 거부 

두 개 이상의 계정 생성 

위조 문서 제공 

다른 유형의 부정 행위. 본 카지노는 플레이어가 행한 사기 행위에 대해 해당 규제 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권한 또한 가집니다. 

저위험 룰렛은 플레이어가 테이블에서 37개의 숫자 중에서 25 이상의 숫자로 블랙/레드 



또는 짝수/홀수 모두에 동일한 베팅을 하는 게임입니다(플레이어의 블랙/레드에 대한 

베팅은 37개의 가능한 숫자 중에서 37까지입니다) 

5. 카지노의 환영 혜택 또는 다른 프로모션을 이용하려는 플레이어는 본사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너스나 해당 보너스로 획득한 상금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도난 신용카드의 사용, 차지백(CHARGEBACK), 카지노 프로모션을 악용하기 

위해 한 개 이상의 계정 개설, 부정확한 등록 데이터 제공, 위조 서류 제공, 본 카지노에 

손해를 미칠 수 있는 기타 행위; 

6. 본 카지노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본 카지노는 해당 이유 또는 사전 통지 없이 해당 플레이어 

계정을 폐쇄하고 인출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잔액을 해당 플레이어의 계좌로 환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7. 본 카지노는 카지노 시스템의 조작 혐의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지급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본 카지노 시스템을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용자 또는 관련자는 

형사 고발이 될 것입니다. 본 카지노는 본 웹사이트에 제공되는 게임 또는 이벤트를 중지 

그리고/또는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8. 귀하께서 본 소프트웨어의 오류 또는 결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 이런 오류 및 결함을 

악용하지 않으시겠다고 동의합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본 카지노에 즉시 이런 오류 또는 

결함을 보고한다고 동의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 한 경우, 본 카지노는 각 오류 

또는 결함 및 미보고와 관련해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9. 예치금과 관련된 자금의 출금이 가능하기 전에 모든 예치금의 3배가 베팅이 되어야 

합니다(플레이어는 자신의 예치 금액의 세 배를 베팅해야 합니다) 게임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번의 예치금이 예치된 경우, 출금 전에 해당 예치금 총액을 베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전적으로 본 카지노의 재량권으로 저희는 해당 예치금과 출금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10. 본 카지노는 금융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 기관으로 대우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계정은 

어떤 금리 또는 환전 대상이 아니며 교환 서비스(법정화폐와 암호화폐 간 교환)은 언제라도 

제공됩니다. 

보너스 정책 약관 

1. 제공되는 보너스 및 관련 조건은 보너스 정책 약관은 보너스 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2. 본 카지노는 겜블러에게 약관 변경에 대한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보너스 정책의 

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3. 본 카지노는 이유 불문하고 언제라도 거래 내역 및 로그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검토 과정에서 겜블러가 보너스를 유용한 사실을 발각된 경우, 본 카지노는 해당 겜블러의 

보너스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4. 보너스 정책의 약관이 일반 약관에 반할 경우, 보너스 정책 약관이 우선합니다. 

겜블러의 의무 

1. 겜블러는 본 약관의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2. 겜블러는 자신의 연령이 18세 이상이거나 자신의 거주 국가의 법에 따라 도박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이라는 점을 보장합니다. 

3. 겜블러는 본 카지노의 개인 계정의 모든 정보가 정확하다는 검을 확인합니다. 

4. 겜블러는 본 카지노에서 한 개의 활성화된 계정을 개설했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5. 겜블러는 제3자에게 자신의 게임 계정의 로그인 정보를 누설하지 않고 자신의 게임 

계정으로 제3자가 게임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겜블러는 게임 계정의 접속 데이터의 보안뿐만 아니라 본 카지노의 게임을 위해 사용하는 

소셜 네트워크의 계정의 보안을 책임집니다. 

7. 겜블러는 자신이 카지노 직원 또는 카지노 직원의 친인척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8. 겜블러는 카지노에서 자신의 게임 계정을 통한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9. 겜블러는 게임 과정에서의 자금 손실의 위험에 대해 인지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10. 겜블러는 불법적 금융 거래, 범죄 수익의 합법화 및 관련 법의 위반하는 다른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11. 겜블러는 본 카지노 계정을 충전하기 위해 제3자의 자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12. 겜블러는 본 카지노가 본 카지노 웹사이트에서의 자신의 신원 또는 활동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13. 겜블러는 본 카지노가 다음의 경우에 자신의 배팅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a. 해당 겜블러 또는 제3자가 배팅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b. 해당 겜블러 또는 관련 제3자가 약관을 위반한 경우 

c. 배팅의 결과가 불법적 행위의 결과인 경우 



d. 기술적 결함으로 배팅이 생성된 경우 

14. 겜블러는 이런 조항을 위반하거나 본 카지노가 해당 겜블러가 규칙을 위반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본 카지노가 게임 계정을 중지, 배팅을 취소, 상금의 

지금 거절 또는 해당 겜블러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본사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게임 

계정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15. 비트코인의 이중 지출(double spend)이 발각된 경우, 해당 계정은 중지되며 카지노에서 

해당 겜블러 계정의 모든 자금을 압류합니다. 

16. 겜블러가 인출을 요청한 일자로부터 이주일 이내에 요청한 신원 확인 서류를 제공하지 못 

한 경우, 자금의 인출은 취소되면 겜블러의 계정은 사용 중지됩니다. 이 경우, 본 카지노는 

해당 겜블러의 불법적 행위 카지노 사기, 잘못된 정보 제공, 사기 및 다른 부정 행위 여부에 

대한 혐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본 카지노는 해당 겜블러의 모든 배팅과 

상금을 취소하거나 본 카지노의 손실 및 제3자의 잠재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해당 

겜블러의 게임 계정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불만 사항 처리 

1. 문제 또는 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온라인 채팅이나 support@goldenstar-casino.com 을 통해 

저희 기술지원팀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2. 지원팀의 전문가가 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문제는 카지노 매니저에게 전달됩니다. 

3. 문제가 있으신 경우,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귀하의 문제에 대해 가능한 

자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4. 본 카지노의 매니지먼트 수준에서도 해당 불만 사항이 해결되지 않으신 경우, 본 

웹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는 다른 독립 기관, 게임 당국 또는 라이센스 규제 당국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5. 귀하께서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의 결과를 결정하는데 있어 서버의 로그 및 기록이 

최종 권한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귀하의 화면과 게임 서버에 표시된 

결과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만, 이런 경우가 발생할 시, 게임 

서버에 로그된 결과가 우선한다는 점에 동의하며, 귀하께서는 관련 온라인 게임 활동의 

참여 및 게임 참여의 결과와 관련된 조건 및 상황을 결정하는데 있어 저희의 기록이 최종 

권한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동의하십니다. 

6.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귀하는 본 서버에 저장된 기록이 최종 증거이며 이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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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귀하는 이 분쟁에 대해 귀하에게 통지하기 위해 본 카지노 직원이 본 웹사이트에 등록한 

귀하의 연락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면책 조항 

1. 본 카지노 서비스는 오락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2. 본 카지노 서비스는 "명시된 대로(as is)" 제공됩니다. 본 카지노는 겜블러의 목적 

그리고/또는 이런 서비스의 공급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와 본 서비스의 불일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본 카지노는 겜블러 측에서 발생한 컴퓨터 결함, 통신 불량 및 기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본 카지노는 본 서비스의 모든 결함을 최대한 신속하게 정정해야 하지만, 결함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5. 본 카지노는 본 서비스의 단기적 중지와 함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세트의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6. 본 카지노와 협력하는 제3자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세트의 불가항력, 사고 및 결함 

또는 본 카지노 운영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본 

카지노의 운영이 중지되고 모든 배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본 카지노는 귀하의 본 웹사이트의 이용 또는 게임의 참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 

간접적, 특별, 우발적 또는 기타 행위로 인한 어떠한 손실, 비용, 경비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귀하는 본 카지노에서의 귀하의 게임 참여와 관련된 비용, 경비, 

손해에 대한 모든 청구로부터 본 카지노, 모든 카지노 직원뿐만 아니라 카지노의 서비스 

공급업체의 책임을 면제합니다. 

9. 귀하께서는 이로써 귀하의 본 웹사이트 이용 및 게임 참여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 

경비, 손실, 손해, 청구 및 부채에 대해 본 카지노의 관리자, 직원, 파트너 및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전적으로 보상하며 관련 책임을 면책하겠다는 점에 동의하십니다. 

10. 귀하께서는 본 카지노가 귀하께서 카지노의 약관을 위반하셨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본 

웹사이트에서 귀하의 계정 정지 또는 영구 금지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라는 점을 인정하십니다. 

지적재산권 



1. 본 카지노 웹사이트의 콘텐츠는 카지노의 저작권법 및 다른 소유권의 적용을 받으며 

제3자가 소유권을 가진 라이센스 하에 사용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다운로드 할 수 

있거나 인쇄된 모든 자료는 단일 개인 컴퓨터에서만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개인 및 

비상업적 용도로만 인쇄할 수 있습니다. 

2. 어떤 조건에서도 본 웹사이트의 이용으로 사용자에게 본 카지노 또는 기타 제3자가 소유한 

지적재산권(예를 들어, 저작권, 노하우 또는 상표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3.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상표 이름, 상표권, 로고 또는 기타 창작물의 사용 또는 재생산은 

금지됩니다. 

4. 귀하는 이런 금지된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비용 또는 경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분리 가능 조항 

분리 가능 조항 

1. 일부 약관 조항이 무효, 불법 또는 일정 정도 효력이 상실된 경우, 해당 약관, 조건 또는 

조항은 법률에 따라 합당한 수준까지 완전히 효력을 유지하는 나머지 조항, 약관 및 언어와 

분리됩니다. 

카지노 관할 지역 

1. 본 약관은 네덜란드령(領) 안틸 제도의 법령이 적용되고 이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귀하는 

생성, 합법성, 효과, 해석 또는 행위, 또는 본 약관 또는 약관의 내용으로 제기되는 법적 

관계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보상 및 반대 주장) 해결을 위해 최종적으로 

네덜란드령(領) 안틸 제도의 관할 법원의 독점적인 (단일)법을 준수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방침 

일반 

1. 데이터 관리자로서 저희는 플레이어가 게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부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플레이어로부터 수집한 개인 정보의 처리에 있어서 도박 게임 규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닙니다. 본 개인정보 보호방침은 플레이어로부터 수집한 개인 정보의 

내용과 수집 이유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2. 본 웹사이트인www.goldenstar-casino.com (본 문서에서 "카지노(Casino)", 

"웹사이트(Website)", “본사(Company)”, "저희는(We)", "저희를(Us)", "저희의(Our)"로서 

지칭)는 큐라소(Curacao) 규정에 따라 등록되고 설립된 기업인Dama N.V 에서 소유 및 

운영하며, 등록 번호는152125이고, 등록 주소는Julianaplein 36, Willemstad, Curaçao입니다. 



Dama N.V.는 허가 라이센스를 받았으며, Antillephone N.V.에 따라 규제됩니다. (라이센스 

번호. 8048/JAZ2020-013). 

3. 본 개인정보 보호정책 또는 귀하의 데이터의 보호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의 데이터 보호 담당관(Data Protection Officer)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dpo@damacasino.com. 

4. 플레이어 계정을 등록하는 것으로써 귀하는 본 개인정보 보호방침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개인정보 보호방침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희가 요구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본 웹사이트의 이용을 중지해 주십시오. 

5. 본 개인정보 보호방침으로써 귀하와 본사 간의 합의가 성립된다는 점을 주의해 주십시오. 

저희는 비정기적으로 본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정 사항에 대해 

귀하께 공지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본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시어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귀하께서 지속적으로 본 웹사이트 

그리고/또는 본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은 본 개인정보 보호방침에 대한 동의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수집하는 정보 내용 

1. 저희가 사용하고 처리하기 위해 요청하는 개인정보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며 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o a) 귀하께서 저희 계정 등록 페이지에서 서식에 기입할 때 저희에게 제공한 모든 

정보 뿐만 아니라 본 웹사이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공한 추가 개인정보(예를 

들어, 성과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 번호 등) 

o b) 본 웹사이트, 이메일, 웹 채팅 또는 다른 통신 수단을 통해 제공된 대화 내용 

o c) 본 웹사이트를 통하거나 다른 통신 수단을 통한 플레이어의 모든 계정 거래 내역 

o d) 웹사이트 로그인 정보 및 저희 시스템에 기록된 트래픽 데이터, GeoIP 위치 정보, 

브라우저/기기 정보, 웹로그, 활동 로그 및 기타 트래픽 정보를 포함한 상세 정보 

o e) 계정 확인, 예치금 처리 또는 출금 및 사기 방지 점검을 위해 저희가 합법적으로 

요청한 문서 또는 증빙 자료 (저희 측에서 요청하거나 관계 법률에 따라 요청한 

자료) 이런 증빙 자료에는 여권 사본, 결제 영수증, 은행 명세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o f) 저희가 비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설문 조사 또는 고객 평가 내용 

저희가 수집하는 정보 내용 



1. 저희는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 귀하로부터 개인 정보를 수집 처리합니다. 특히 

다음의 목적으로 귀하의 정보를 사용합니다. 

o a) 귀하의 베팅 및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 여기에는 귀하의 신용카드 및 온라인 

결제 시스템 사용 정보가 포함됩니다. 

o b) 귀하께서 저희 웹사이트로부터 원하는 게임 및 부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o c) 귀하의 계정 설정 및 관리 지원 등 고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o d) 신원 확인 및 필요한 인증 절차를 위한 목적 

o ) e) 등록된 플레이어에게 프로모션 행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저희가 선정한 

사업 파트너, 관련 조직 및 제휴 조직의 프로모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런 

마케팅 정보를 수신하겠다고 동의하신 경우에 한해서만 정보 사용 

o f) 자금세탁방지법(AML) 및 테러자금지원방지법(CFT)을 포함한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 

o g) 사기, 조건 남용, 자금 세탁 및 기타 불법 또는 비정상적 게임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 내역을 감시 및 조사하기 위한 목적 

o h) 시장 조사를 통한 고객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설문 조사 참여는 의무 

사항이 아니며 언제라도 참가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o i) 통합 데이터의 연구 및 통계 분석을 실행하기 위한 목적 

마케팅 통신 

1. 프로모션 정보의 수신 거부를 선택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저희는 제품, 서비스 및 특별 행사 

등에 대한 마케팅 정보를 보내드리기 위해 귀하의 이메일 주소 및 전화 번호를 포함한 개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카지노 게임 제공 업체와 같이 저희 사업 파트너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케팅 및 광고 정보의 수신을 

원치않으시면, 귀하의 플레이어 계정 설정에서 수신 거부를 선택하시거나 

support@goldenstar-casino.com의 고객지원팀에 연락해 주십시오. 

2. 더불어, 저희가 제공하는 상금이나 당청금을 수락하시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추가적인 보상 없이 광고 또는 홍보 목적으로 귀하의 성함 그리고/또는 닉네임의 

사용에 동의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 정보 수집 



1. 저희는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에 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저희와의 소통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하실 경우에는 귀하에 대한 

특정 정보를 자동적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저희는 사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업체 및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제공한 특정 개인 

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귀하의 온라인 거래 처리 및 게임 콘텐츠 

제공을 위한 기술 지원을 위해 제3자 공급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3. 이런 온라인 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및 제3자 전자상거래 서비스 업체에게 귀하께서 제공한 

개인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 외의 경우에는 저희는 본 

개인정보 보호방침의 규정에 따라 수집한 개인 정보를 사용하고 보호합니다.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본 개인정보 보호방침에 따라서만 본사 외의 제3자에게 제공되며, 

저희는 제3자 서비스 공급업체의 계약 사항을 통해 귀하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할 것입니다. 

데이터 공유 

1. 저희는 귀하께서 제공한 정보를 저희 본사 그룹 내의 다른 조직 및 저희의 사업 파트너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의 모회사 및 파트너 업체의 모회사 그리고 산하 자회사 

뿐만 아니라 저희들과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필요한 계약을 체결한 다른 업체들이 

포함됩니다. 귀하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 처리 과정은 Dama N.V 또는 이런 정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제3자 기관을 이용하는 해당 그룹 산하의 다른 업체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본사의 직원들, 구체적으로 정보 보호 담당(Data Protection Officer), 자금세탁 방지 

담당(Money Laundering Officer), 결제 & 사기 방지 분석관(Payments & Anti-Fraud analysts), 

고객지원(Customer Support) 담당, 고객 유지(Customer Retention) 담당, VIP 플레이어 

매니저 뿐만 아니라 그 외 선정된 다른 직원들 또한 자신의 업무를 진행하고 고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귀하의 개인 정보를 다룰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개인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직원 또는 플레이어의 개인 정보의 처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직원은 해당 게임,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플레이어의 개인 정보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비밀유지 계약에 서명해야 합니다. 

4. 귀하께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저희 그리고/또는 저희의 서비스 제공업체는 

유럽연합(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내의 다른 국가, 또는 유럽경제지역(EEA) 외에 

기반을 둔 정보 프로세서에 귀하의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웹사이트를 

검색하거나 저희와의 전자 소통을 하는 것은 저희(또는 저희의 공급 업체 및 계약 업체)가 

해당 국가에서 귀하의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항상 본 



개인정보 보호방침에 따라 귀하의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제3자에게 정보 제공 

1. 저희는 제3자에게 귀하의 개인 정보를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않습니다. 

2. 저희는 법, 규정 및 기타 법적 소환 또는 영장으로 요구된 경우에는 귀하의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본사, 저희의 고객 또는 관련 제3자의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규제 당국 또는 법 집행 기관에 귀하의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다음의 경우에만 제3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o a)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o b) 본 웹사이트에서 관련 업체의 개인정보 보호방침에 따라 결제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 결제 프로세서와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o c) 관련 라이센싱 및 규제 당국에서 요구하는 저희의 법적 의무 및 책임, 그리고 기타 

관련 법안 및 기타 관할 지역의 관련 규제에 따른 저희의 모든 의무 및 책임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o d) 본사가 본사 또는 플레이어의 안전, 또는 타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기 사건을 

조사하며 정부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o e) 저희의 마케팅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요청한 

경우 

o f) 해당 플레이어가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4. 본사는 저희를 대신하여 제한적인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제3자 데이터 프로세서를 

이용합니다. 이런 서비스 제공업체는 본 웹사이트의 지원, 특히 웹사이트의 관리 및 운영, 

마케팅, 분석, 웹사이트 개선 및 이메일 뉴스레터 발송 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저희는 

해당 업체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관련 데이터 보호법(Data Protection 

Legislation)을 준수하며 각 서비스 계약에 따라 저희에게 부여되는 모든 의무 사항과 동일한 

의무 사항이 해당 프로세서에게 부여됩니다. 

5. 저희의 웹사이트는 또한 소셜미디어의 기능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공유(share)" 

또는 "좋아요(like)" 버튼). 이런 기능은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제3자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처리는 해당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방침에 따라 관리됩니다. 



6. 위의 내용과 더불어 저희는 새로운 사업체를 취득한 경우에도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와의 인수 및 합병 또는 부분 인수와 같은 본사의 구조 변화가 발생한 

경우, 이런 매매 또는 인수 과정에서 고객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개인 정보를 이전하기 전에 본 개인정보 보호방침에 따라 플레이어에게 이메일로 

해당 사항을 공지할 것입니다 

7.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저희 콘텐츠에 제3자 웹사이트의 링크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 주십시오. 별개의 개인정보 보호방침 및 정보 처리 과정이 포함될 수 있는 이런 외부 

콘텐츠에 대해 저희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정보 유지 

1. 저희의 약관(Terms and Conditions)에 명시된 것과 같이, 귀하와 저희 카지노는 언제라도 

귀하의 플레이어 계정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계정이 중지된 후, 저희는 법에서 

요청하는 기간 동안 귀하의 개인 정보를 유지할 것입니다. 금융 및 재정 기록, 사기, 자금 

세탁에 대한 조사 또는 다른 불법 활동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해당 당국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이런 개인 정보는 사용될 것입니다. 

2. 유럽연합(EU)의 라이센스를 갖춘 게임 관할 지역에서의 자금 세탁을 방지법에 따라 저희는 

마지막 플레이어의 거래 또는 계정 중지 시점으로부터 최소 5년 동안 등록 과정 및 

플레이어의 계정이 활성화된 기간에 수집한 플레이어의 개인 정보를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최소 기간의 만료 전에 정보 삭제에 대한 요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개인 정보의 안전 

1. 따라서 저희는 플레이어 계정의 관리를 목적으로 한 귀하의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있어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2. 이를 위해 저희는 최상의 업계 관행 및 해당 규정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귀하의 사생활을 존중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어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저희는 귀하께서 제공하신 모든 정보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3. 플레이어 계정은 해당 플레이어가 설정한 ID와 비밀번호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계정을 무단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호 조치로서 이중 

인증(2FA)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귀하의 로그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타인이 무단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락처 

1. 본 개인정보 보호방침과 관련해서 언제든지 저희와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o a) 귀하에 대해 저희가 수집한 개인 정보의 정확성 확인 

o b) 귀하의 개인 정보 사용에 대한 문의 

o c) 직접적인 마케팅 목적으로 귀하의 정보가 사용되는 것을 미리 방지 

o d) 저희에게 제공하신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 또는 수정(이런 변경을 위해서는 

저희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증빙 자료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귀하에 대한 허위 

정보의 제공은 불법이며 저희에게 귀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업데이트 해야 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이라는 점을 주의해 주십시오. 

2. 저희는 본 개인정보 보호방침에 대한 모든 문의 사항을 처리하는 정보보호 담당(data 

protection officer(DPO))을 임명하였습니다. 본 개인정보 보호방침에 대해 문의가 

있으시면dpo@damacasino.com.의 정보보호 담당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3. 또한, GDPR의 77조에 따라 거주 지역, 직장 또는 권리 침해가 발생한 장소의 관할 지역의 

규제 당국에 귀하의 정보 처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쿠키 정책 

1. 본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저희 시스템에서는 자동적으로 귀하의 브라우저, IP 주소 및 

웹사이트 조회 등과 같은 귀하의 방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런 수집은 저희의 

플랫폼 제공업체 및 파트너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업체로부터 저희 

웹사이트 방문자들의 일반적인 방문자 통계 또는 사용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동의 없이 귀하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 문제가 되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저희는 쿠키 및 유사 추적 툴을 사용합니다. 쿠키는 저희 

웹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귀하의 컴퓨터 또는 기기에 저장되는 작은 텍스트 파일을 

말합니다. 일부 쿠키는 본 웹사이트의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다른 쿠키는 귀하의 

웹사이트 방문 경험을 개선하고 저희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쿠키의 종류와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3. 필수 쿠키:본 웹사이트의 해당 지역에 대한 접근 등, 본 웹사이트의 내비게이션 및 기본 

기능을 가능하게 함 

4. 기능 쿠키:귀하의 웹사이트 사용 및 웹사이트 상에서의 선택 사항(예를 들어, 세션 키, 언어 

또는 지역)을 분석하여 이런 설정 사항을 저장하고 귀하께 더 나은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함 

5. 광고 쿠키:저희의 마케팅 콘텐츠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게 함 이런 쿠키는 

광고를 통해 웹사이트를 방문했거나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록한 경우를 추적하기 위해 



파트너 업체에서 저희에게 제공합니다. 저희는 이런 광고 쿠키(Advertising Cookies)에서 

직접 수집한 사이트 방문 관련 정보를 제외하고 귀하의 개인 정보를(이름 또는 이메일 등) 

관련 파트터 업체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사이트 방문 관련 정보는 

공급업체의 다른 소스를 통해 수집된 다른 개인 정보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외부의 

데이터 처리 과정은 제3자 공급업체의 개인정보 관련 통보 및 정책으로 관리됩니다. 

6. 위의 내용과 더불어, 저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서비스 업체를 다수 이용하고 있으며 

이 공급업체들도 본 웹사이트에 쿠키를 설정합니다. 이런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본 웹사이트에서 귀하의 활동을 추적하여 귀하의 웹사이트에 대한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 본 웹사이트의 효율성 및 저희의 마케팅 캠페인의 효과를 진단하는 서비스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7. 대부분의 온라인 브라우저는 자동적으로 쿠키를 수락합니다. 이를 원치 않으시는 경우, 

귀하의 브라우저 설정을 변경하여 일부 또는 전체 쿠키를 차단하거나 이미 설정된 쿠키를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웹사이트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귀하의 

쿠키를 차단 또는 삭제하시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NETENT 게임 

1. NetEnt에서 개발한 카지노 게임을 하시는 경우, NetEnt의 개인정보 보호방침 또한 

적용됩니다. 해당 정책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여기. 

 

https://www.netent.com/en/netent-privacy-policy-e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