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신청서
후원인 정보 
이름                                       연락처                                        
                                             이메일                                             
후원액 □ 5만원 / □ 3만원 / □ 2만원 / □ 1만원 / □ 기타(          원) 
납부일 □ 5일 / □ 10일 / □ 20일 / □ 25일 / □ 기타(          일)   

금융거래정보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효성CMS 자동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 
   전화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효성에프엠에스㈜, 금융기관, 통신사(SKT, KT LGU+,
  CJ헬로비전)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게시(www.efnc.co.kr / 제휴사 소개 
  메뉴 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자동이체서비스 제공 및 자동이체 동의
  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
  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단, 관계 법령에 의거 일정기간 동안 보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업체가 제 3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예금주)은 신청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
용 및 제 3자 제공에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 효성CMS 자동이체를 
통한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사업자등록번호: 105-80-10836) 
후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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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군대를 바꾸는 일, 
그것은 새로운 길을 내는 일입니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는
한국사회에서 군대라는 조직이 발생시키는 제반
의 문제를 감시하고, 우리 사회 속 군사주의에 저
항하며 이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
군대 내의 인권향상과 민주화 그리고 군사주권의 
회복을 이루는데 기여합니다. 
나아가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한반도의 평화 실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01 군사 현안 모니터링 
매일 발행되는 기사 중에서 군사안보 관련 
기사는 의외로 많습니다. 이에 열군은 한
주간의 군사안보 현안을 일목요연하게 정
리해주는 뉴스브리프를 매주 발행하며 월
간 이슈를 담은 뉴스레터를 발행합니다.

02 군민주화와 군사주권 회복 활동 
군대 좋아졌다지만 윤일병사건처럼 우리
군대는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열군은 군 인권 보장과 군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합니다. 또 국가주권의 핵심인 군사주
권 회복을 위해 활동합니다.

03 반전 평화 활동  
공격적 한미동맹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미중 패권 격화, 안보라는 미명하에 무분별
하게 건설되는 군사기지들. 열군은 이러한 
전쟁위협에 저항하며 이 땅의 평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인권과 평화의 군대로 바꾸는 것, 
궁극적으로 군대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 
무모한 도전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아무도 엄두를 내지 않는 일을 하려는 
무모한 사람들이 종종 길을 내왔지 않은가. 
군사주의를 걷어내고 그 자리에 평화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함께 해야겠다는 마음이다. 
군사주의에 저항하는 민간단체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 창립총회 인사말 中

박래군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대표

정기후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와 함께 하면 군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후원으로 우리 활동에 함께 해주세요.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는 일체의 정부지원금 및 기업지원
금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회원과 시민들만의 정성과 힘으로 운
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