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lgaEditor 랜탈 및 CMS출금이체 신청서
        델  가            귀중

 1. 신청자정보

 

상    호 대금종류 DelgaEditorPro 렌탈요금

신청자명 신  청 일      20    년      월     일 

전화번호 휴대번호

 2. 출금이체 정보

 

은 행 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생년월일

신청상품선택 □ 1 user(월 29,700원)      □ 3 user(월 59,400원)     

                                  (신청상품에 체크해주십시오 출금일은 신청일로 부터 4일후 부터 출금됩니다)   

 3. 사업등록정보(세금계산서 발급용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업     태 종    목

이메일주소                                                           (세금계산서 받는 메일주소,정확한 기재) 

사업장주소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 금융거래정보(거래은행명, 지점명, 계좌번호)를 출금이체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상기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금융거래정보의 제공동의와 아래약관과 따라 위와 같이 출금이체 거래를 신청하며 계약에 동의합니다.

***최소 12개월 이상 이용기간 조건, 미사용 기간 청구조건 입니다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날인 

(반드시 자필 서명/날인 해주야 합니다)

※ 아래의 내용은 본 상품에 대하여 신청인과의 계약서를 대신합니다 ※

하나. 신청자는 본 상품의 내용과 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나. 랜탈계약에 의해 이용하는 템플릿과 이이콘등 일체의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델가에 있으며

      계약기간이 종료될 경우 컨텐츠 이용권을 중지하고 모든 컴퓨텅에서 삭제해야합니다 

하나. 델가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를 internet상에 공개적으로 이용할 경우 델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하나. 최소 랜탈기간은 12개월 이상을 기본으로하며,가입비50,000원과 출금된 랜탈요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하나. 이 기간 동안은 신청구좌에서 자동출금되며, 미출금 금액에 대해 델가에서 청구권이 있음에 동의합니다.    

하나. 랜탈기간 12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이용정지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내용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나. 12개월 약정기간이 지난 이용을 해지할 경우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 이용정지 글로 신청하고 사용하신 키락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하나. CMS자동출금일에 출금되지 않은 경우 재청구되며,잔고부족으로 1개월 이상 출금되지 않는 경우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용을 정지하고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그 기간이  5개월 미만인 경우는 미납금을  청구하고, 5개월 이상일 경우 

      재가입비청구합니다. 

하나. 신청자는 신청할 때 델가에서 공급되는 상품을 기준으로 계약체결되며  

      계약 이후 의무적으로 프로그램 기능의 업그레이드와 컨텐츠 제공에 대해 보장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 보안키락의 분실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을 경우 키락값 50,000원이 청구됩니다.

하나. 설치방법과 사용방법은 매뉴얼 참고를 원칙으로 하며 본사는 원격으로 보조적으로 지원합니다

하나. 본 프로그램 이용으로 인한 어떠한 손해보상 청구도 인정 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