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 GLS 국가별 조건 (한국) – “보충 약관(Supplementary Terms & Conditions) 
– 현금집금서비스” 

1. 개요 

GLS 약관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및 이에 따라 공표된 관련 행정 명령의 준수를 위해 본 국가별 

조건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수정되는 범위에 한하여 수정된다. GLS 약관에 따라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부여된 유사한 성격의 권리와 더불어 본 국가별 조건에 따라 마스터 은행 

그리고/또는 관계 은행에 부여되는 권리의 범위에 한하여, 본 국가별 조건에 포함된 추가적인 권리는 

유사한 권리와 관계된 GLS 약관의 해당조항을 보충하며, 이를 대체하지 않는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GLS 약관에 정의된 용어는 본 국가별 조건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2. 적용 

본 국가별 조건의 적용 조건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a) 대한민국 법이 GLS 약관의 준거법으로 선택된 경우, 

(b) 계좌가 한국에서 유지되고 있는 경우, 또는 

(c) 고객 그리고/또는 참가자가 한국에 설립된 법인인 경우  

3. 현금집금서비스 

 

다음 조항이 3.9조항 뒤에 삽입된다. 

 

“3.10 3조항에도 불구하고, 현금집금서비스 참가 고객 그리고/또는 각 참가자 간에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그리고 관련 계좌가 한국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 고객 그리고/또는 각 참가자는 기본 약관 

6.1(g), (h) 조항에서 정한 외국환 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고객과 각 참가자간의 자금 

이동에 대한 이자의 수령 및 원천징수과세에 대해서는 한국의 관련 조세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 그리고/또는 각 참가자 이자를 산출하고 동 원천징수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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