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 원서 및 조합비 CMS 동의서
이름

성별

생년월일

남 □
소속 법인

조합비

출금일

25,000원(월)

여 □

근무팀

휴대폰

은행명

계좌번호

매월 26일
※ 카카오뱅크, K뱅크 및 제 2금융권은 CMS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유의해주세요.

CMS 출금이체 동의
금융거래정보 동의

□ 제3자(금융결제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동의

본인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의 선언, 강령 등에 동의하고, 노동조합 가입을 신청하며 노조활동 및 조합비 CMS 신
청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이후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통해 회사와 조합비 일괄공제를 합
의하여 시행할 경우 이에 동의합니다.

2019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넥슨지회) 위원장 귀하
노조에게 하고 싶은 말

운영진/서포터 신청을 원하시면 체크해주세요.

운영진 □

서포터 □

해당 없음 □

※ 넥슨 노동조합 <스타팅 포인트>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 운영진은 넥슨 노동조합의 다양한 정책, 사무, 홍보, 교육 활동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 서포터는 비정기적으로 가능하실 때 운영진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익명으로 참가도 가능하며, 신청해 주시면 운영진이 확인하는 대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 CMS 출금이체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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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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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자(SMS)발송 동의
자동이체 동의 및 처리결과 안내(휴대폰 문자전송)송부에 동의합니다.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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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서 기입 후 사진을 찍어, 카카오 플러스친구 ‘넥슨 노조 – 스타팅 포인트 ’에 1:1 채팅으로 올려 주시면 가입 처리를 해 드립니다.
※ ‘CMS 출금이체 동의’ 및 ‘금융거래정보 동의’ 란을 누락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체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