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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BY 개인회원 입회 신청서

생년월일

이름/필명

주소

이메일

활동분야
(소속)

휴대폰

영문

홈페이지

IBBY 및 KBBY 활동에 동참하며 후원하고자 KBBY 회원가입을 희망합니다. 

         년        월          일

KBBY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 귀하

신청인    (인)

KBBY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Korean Board on Books for Young People, 이하 KBBY)는 

아동청소년도서분야의 국제협력기구인 IBBY (International Board on Books for Young People, 

www.ibby.org)의 한국위원회 입니다. KBBY는  IBBY의 80여개 국가 위원회와 상호 협력함으로써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BBY의 미션을 추구합니다. 

+ 어린이 책을 통한 국제적 이해를 증진시킵니다. 

+ 어린이들에게 문학적으로나 예술적으로 수준높은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개발도상국에서 양질의 아동도서의 출판 및 배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 어린이 문학분야의 연구 및 학술적 작업을 촉진한다

+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보호 및 유지에 힘씁니다.    

KBBY는 아동청소년 문학 분야 국제 상 플랫폼에 한국을 대표하여 작가와 작품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 작가추천   
      . Hans Chritian Andersen Award(HCAA) 국제 안데르센상  
      . Astrid Lindgren Memorial Award(ALMA) 아 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상

      평생의 작품활동을 꾸준히 하며 아동문학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글분야와 그림분야의 작가에게 주는     

      국제적으로 영예로운 상입니다.  

+ 작품 추천
      . Biennial of Illustrations Bratislava(BIB) 슬로바키아
      . IBBY Honour List
      . Silent books 이탈리아
      . Outstanding Books for Young People with Disabilities  캐나다.

      최근 3년이내 신간 대상으로 우수한 도서를 선정하여 한국을 대표하여 국제상에 응모하고 있습니다. 

KBBY는 개인회원 신청을 받습니다. 

협회와 회원들의 새로운 소식을 공유하며, 협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IBBY 

지역총회와 

세계총회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개인회원의 회비는 CMS로 매월 25일 이체되며  월 9,000원, 월 19,000원, 월 29,000원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KBBY 가입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 KBBY  회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KBBY 입회신청서와 CMS 출금이체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스캔 

혹은 사진을 찍어 사무국 메일로 보내주세요. (사무국  kbby1995@naver.com)

+ 특히 CMS 출금이체 안내의 이용 동의를 꼭 체크해 주셔야, 정하신 금액의 회비가 매월 자동이체 되며, 

이때부터 회원의 권한이 발생합니다. 

출판 및 기획 작가 연구자 평론가 도서관 서점 활동가 기타 (                )



이름

수납기관

CMS 출금이체 신청서

KBBY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

214-82-65821

심향분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38, 상가 B106호고유번호

수납기관명 대표자

주소

출금이체 신청 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예금주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납부금액

매월 25일

은행 계좌번호

이메일 CMS출금일

월 9,000원 월 19,000원 월 29,000원 기타 (월 ______________원)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후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동의함            동의안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티앤비소프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휴대폰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세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금주    (인)

* 인감 또는 서명은 해당 예금계좌 사용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기존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지 해지신청을 하고 신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 주계약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 반드시 예금주의 별도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첨 1. CMS  출금이체 신청서

개인입회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