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糎GLS 보충 약관 – IEF 서비스 

 

1. 개요 

 

1.1 본 약관 (“IEF 보충 약관”)은 고객과 참가자의 IEF 서비스 사용에 적용, 이를 지배하며, IEF 보충 

약관이 첨부된 서비스 양식(“서비스 양식”)에 명시된 GLS 약관의 일부를 구성한다.  

 

1.2 서비스 양식에서 "우대금리 자금관리서비스(Interest Enhancement Facility Service) (단독 서비스 

또는 기타 서비스와의 결합 여부와 관계없이) 를 선택함으로써, 고객과 각 참가자는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고객 또는 참가자로부터의 추가 권한위임과 관계없이 또는 이러한 추가 위임 

없이도 IEF 보충 약관과 IEF 부속서에 따라 IEF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며 동 

서비스의 제공을 지시한다. 

 

 

2. 정의 

 

2.1 본 약관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한, IEF 보충 약관과 IEF 부속서의 용어는 기본 약관의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본 IEF 보충 약관과 부속서에서 쓰이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총 잔액"이란 3.1(b)조항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잔액보고계좌"란 IEF 부속서에 잔액보고계좌로 명시된 각 계좌를 의미한다. 

 

"기준 통화"란 IEF 부속서에 기준 통화로 명시된 통화를 의미한다. 

 

"산출 기간"이란, 어떤 통화와 관련하여, 고객과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해당 통화로 IEF 

계좌에 대하여 이자가 부리되는 기간으로 합의한 각 기간을 의미한다 

 

“환산 환율”이란, 각 IEF 계좌와 관련하여, 해당 IEF 계좌가 유지되고 있는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의 매입 및 매도율을 바탕으로 (동 매입/매도율이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의 해당 

일자 외환 매입/매도율의 중간 이율(mid-rate)인 경우) 동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의 

시스템에서 해당 IEF 계좌의 소재지의 매일 마감시간에 도출된 환산 환율을 의미한다. 

  

"통화"란 IEF 부속서에 명시된 각 통화를 의미한다. 

"서비스 해당 잔액"이란 3.1(a)조항에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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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F 계좌"란 IEF 부속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IEF 서비스가 적용되는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에 개설된 고객 또는 참가자(또는 IEF 서비스와 관련하여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에 제공되는 계좌 정보에 동의한 개인)의 각 계좌(잔액보고계좌를 포함)를 의미한다.  

 

"IEF 부속서"란 서비스 양식에 첨부되어 IEF 서비스의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부속서 일체를 

의미한다.  

 

"IEF 서비스"란 본 IEF 보충 약관에 따라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운영하는 3조항에 

명시된 우대금리 자금관리서비스와, 고객과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간 합의된 동 서비스에 

대한 추가 및 변경 사항을 의미한다. 

 

“IEF 보충 약관”이란 1.1조항에서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 

 

“기본 약관” 이란 서비스 양식에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 

 

"우대 이율"이란 IEF 서비스의 각 통화와 관련하여, 해당 통화에 대해 IEF 부속서에 명시된 

등급별(tiered) 예금/대출 금리를 의미한다. 

 

"서비스 양식"이란 1.1조항에서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 

 

2.2 기본 약관의 1.2, 1.3, 1.7조항은 본 약관에 그대로 명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본 IEF 보충 약관에 

준용된다. 

 

 

3. IEF 서비스 

 

3.1 일별 산출을 위해, 

(a)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은 각 IEF 계좌의 출금가능/결제일 잔액(“서비스 해당 잔액”)을 

기록해야 하며, 동 산출을 위해, 마감 시간(해당 IEF 계좌가 유지되고 있는 곳의 마감시간)에 환산 

환율로 서비스 해당 잔액을 기준 통화로 명목 환전한다. 그리고, 

(b) 상기 명목 환전이 이루어지면, 기준 통화로 명목 환전된 대출/예금 잔액은 합산되어 명목 총 순 

대출/예금 잔액(“총 잔액”)이 된다.  

 

3.2 일별 총 잔액을 기준으로 해당 우대 이율에 따라 예금 또는 대출 이자가 산출되어, 해당 이자가 

각 IEF 계좌(잔액보고계좌 불포함)의 서비스 해당 잔액에 실제 부리된다. 

 



3.3 각 통화에 대한 산출 기간 종료 시점에, 각 통화의 IEF 계좌(잔액보고계좌 불포함)에 대해 산출된 

해당 기간의 이자 총액이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은행이 명시한 일자에 IEF 계좌로부터 출금 

또는 동 계좌에 입금된다. IEF 계좌에 있는 서비스 해당 잔액에 대해서는 이외의 어떠한 이자도 

부리되지 않는다. 

 

3.4 IEF 서비스의 잔액보고계좌에는 어떠한 특별 이자율도 적용되지 아니하며, 동 잔액보고계좌의 

서비스 해당 잔액에 대한 이자는 해당 계좌에 적용되는 약관 그리고/또는 해당 계좌가 개설된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 부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