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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Federal Direct Deposit 
Enrollment Request Form 

Authorization agreement for automatic deposits 
(ACH credits) 

비연방 자동 이체 등록 요청서 

 

자동 입금 승인 계약서(ACH 크레디트) 

  
Directions for Customer Use: 

1) Ensure entire form is complete, then sign 
and date 

 Use the ABA routing number from the 
state where your account was opened 

2) Ensure appropriate Employer / Company 
address is used when mailing completed 
form. 

3) Employer/Company should review this form 
for completeness and suitability. If Employer / 
Company prefers or requires their own form, use 
account type, number and ABA routing number 
below to help complete their form 

4) Mail form directly to Employer / Company 
(Note: It is not necessary for employer or 
company to return the form to the bank once 
direct deposit is set up into the payroll system) 

고객 작성 지침: 

1) 양식 전체를 작성한 후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합니다. 

 계좌를 개설한 주의 ABA 라우팅 

번호를 사용합니다. 

2) 작성한 양식을 우편으로 우송하는 경우 

정확한 고용주/회사 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3) 고용주/회사는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적절한지 

이 양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고용주/회사가 

자체 양식을 선호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아래의 

계좌 유형, 번호, ABA 라우팅 번호를 사용하여 

양식 작성을 지원합니다. 

4) 고용주/회사로 직접 양식을 우송합니다. 

(참고:  고용주 또는 회사는 급여 시스템에 

자동 이체를 설정한 후 이 양식을 은행으로 

돌려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Employer  / Company Name: 

고용주 / 회사 이름:       

  
                        

Employer  Address  

고용주 주소 

City 

시 

State 

주 

Zip 

우편번호 

 
I (we) authorize the above named Company to initiate 
credit entries to my Bank of America Checking and/or 
Savings accounts indicated below and to credit the 
same to such account. I (we) acknowledge that the 
origination of the ACH transactions to my (our) account 
must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U.S. law.   

본인은(우리는) 상기 회사가 아래 명시된 본인의 Bank 

of America 당좌 및/또는 저축 계좌로 예금 입금을 

개시하고 동일 계좌에 입금 내역을 기입할 것을 

승인합니다. 본인은(우리는) 본인(우리) 계좌로의 ACH 

거래 개시가 미국법의 조항들을 준수해야 함을 

인정합니다.    

  
Note:  Funds can be deposited into one account or 
split between accounts as a set percent or dollar 
amount. 

참고:  자금은 한 계좌 또는 지정한 퍼센트 또는 달러 

금액으로 계좌들 간에 나누어 입금할 수 있습니다. 

 

Account type 

계좌 유형 

 Checking  Savings 

     당좌             저축 

State Acct Opened 

계좌 개설 주       
Account number 

계좌번호        

ABA Routing Number 

ABA 라우팅 번호        

Deposit Amount 

입금액       

%  OR   $ 

% 또는  $       

(Flat Amount)   OR   Remaining 

(일정 금액)      또는     나머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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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 type 

계좌 유형 

 Checking  Savings 

     당좌             저축 

State Acct Opened 

계좌 개설 주       
Account number 

계좌번호        

ABA Routing Number 

ABA 라우팅 번호        

Deposit Amount 

입금액       

%  OR   $ 

% 또는  $       

(Flat Amount)   OR   Remaining 

(일정 금액)      또는     나머지 금액 

    

Account type 

계좌 유형 

 Checking  Savings 

     당좌             저축 

State Acct Opened 

계좌 개설 주       
Account number 

계좌번호        

ABA Routing Number 

ABA 라우팅 번호        

Deposit Amount 

입금액       

%  OR   $ 

% 또는  $       

(Flat Amount)   OR   Remaining 

(일정 금액)      또는     나머지 금액 

    
If monies to which I am not entitled are deposited to my 
account, I authorize the Company (issuer) to direct the 
financial institution to return said funds and I authorize 
the financial institution to act on the Company's 
direction and to return said funds. This authority will 
remain in effect until Employer/Company has received 
written notification from me of its termination in such 
time and in such manner as to afford Company and 
financial institution a reasonable opportunity to act on it. 

본인에게 권리가 없는 자금이 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본인은 회사(지급자)가 상기 자금의 반환을 금융기관에 

지시하는 것을 승인하고 금융기관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상기 자금을 반환하도록 승인합니다.  이 승인은 

고용주/회사가 본인으로부터 회사와 금융기관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또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승인의 해지에 관한 서면 통보를 

받을 때까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First Name 

이름 

Middle Name 

중간이름 

Last Name 

성 

                        
Address 

주소 

City 

시 

State 

주 

Zip 

우편번호 

      -     -      
Signature (required)  

서명(필수) 

Date 

날짜 

Telephone  Number 

전화번호 

   
 

NOTE:  Written credit authorization must provide that 
the receiver may revoke the authorization only by 
notifying the originator in the manner specified in the 
authorization. 

참고:    서면 예금 승인서는 수령인이 승인서에 규정된 

방식으로 지급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만 승인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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