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鬭鶎눥뼞鬭鶎눥뼞 閵넺낅閵넺낅 ꗄꗄ 눥뼞ꟹ눥뼞ꟹ CMS 鶎넍鶎넍 
이름이름  성별성별  

영문영문ID  생년월일생년월일  

소속법인소속법인  핸드폰핸드폰  

조합비조합비 25,000원 (月) 출금일출금일 매월   25  일 

은행명은행명  계좌번호계좌번호  

CMS 출금이체출금이체 동의동의 □ 제3자(금융결제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  

금융거래정보금융거래정보 동의동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동의 

본인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의 선언, 강령 등에 동의하고, 노동조합 가입을 신청하며 노조활동 및 조합비            
CMS 신청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이후 노동조합이단체교섭을통해회사와조합비              
일괄공제를 합의하여 시행할 경우 이에 동의합니다. 

 

2018 髹        낉         넱 
  

겕 뙢 넭 :                  ꐺ : 
  

놹霢쀉뼎ꫡ냕겒븽ꩥ꽺鬭鶎눥뼞(렩렩꿙덵쁁) 낹낅녚 靵뼍 

※※ CMS 출금이체출금이체 약관약관 
1. 위의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본인의 지정출금계좌에서 수납기관이 정한 지정 

출금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대체 납부하여 주십시오. 
2.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출금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지정 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또는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4. 지정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순위는 출금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5.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6. 출금이체신청(신규, 해지)은 해당납기일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며 출금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8.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점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9. 이 약관은 신청서를 수납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출금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 개인정보개인정보 수집수집 및및 이용동의이용동의 
1. 수집 및 이용목적 : 나이스페이먼츠㈜ 자동이체서비스를 통한 요금 수납, 민원처리 및 상담요청 응답 
2.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주민번호앞6자리, 이메일 
3.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부터 자동이체서비스 종료일(해지일)까지며, 보유는 해지일로부터 5년간 보존 후 파기(관계 

법령에 의거)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시 자동이체서비스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 문자문자(SMS)발송발송 동의동의 
■ 자동이체 동의 및 처리결과 안내(휴대폰 문자전송)송부에 동의합니다. 
※※ 금융거래정보의금융거래정보의 제공동의서제공동의서  
■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금융거래정보를 출금이체를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상기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카카오카카오 노조에게노조에게 하고하고 싶은싶은 이야기를이야기를 적어주세요적어주세요 
 
 
 
 
 

 

  작성하신 내용은 사진을 찍어 플러스친구 ‘ 크루크루 유니언유니언(@krewunion)’ 에 1:1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