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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 HSCF 플랫폼약정서 

 

 

거래문서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HSCF 플랫폼약정서 은행은 수시로 이 플랫폼약정서의 조건을 변

경할 수 있으며, 그러한 변경은 은행이 고객

에게 행한 통지서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

로 표시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한 

통지는 고객에게 서면으로 발송되거나 또는 

플랫폼 개발자의 웹사이트 또는 은행이 고객

에게 수시로 통지하는 다른 웹사이트 위치에

서 그러한 변경을 공표함으로써 이루어 질 수 

있다. 다만, 은행은 예외적인 경우 법령을 준

수하기 위해 언제든 이 플랫폼약정서의 조건

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고객에 대

한 통지 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고객은 은행이, 고객 및 사용자들의 플랫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경

우, 플랫폼 개발자 및 HSBC 그룹의 구성원에

게 국제적으로 관련된 정보(관련정보 포함)를 

전송 및 공개할 수 있으며, 그러한 수령인도 

동일한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처리, 전송 및 

공개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고객은 고객이 (또는 고객을 대리하여 다른 

사람이) 그에 관한 관련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장래에 고객이 은행, 플랫폼 개발자 또

<삭제> 

 

 

 

 

 

 

 

 

 

 

 

 

 

고객은 은행이, 고객 및 사용자들의 플랫

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

한 경우, 플랫폼 개발자 및 국내외 HSBC 

그룹의 구성원에게  플랫폼 사용 및 거래

와 관련된 목적으로  고객 관련 정보를 를 

전송 및 공개할 수 있으며, 그러한 수령인

도 동일한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처리, 전

송 및 공개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고객은 고객이 (또는 고객을 대리하여 다

른 사람이)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장래에 고객이 은행, 플랫폼 개발자 

은행의 의사 표시가 상당

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도

달한 것으로 보는 조항을 

권고안에 따라 수정  

 

 

 

 

 

 

 

 

 

 

고객의 개인정보를 과도하

게 수집/이용하는 조항을 

권고안에 따라 수정  

 

 

 

 

 

 

 

고객의 개인정보를 과도하

게 수집/이용하는 조항을 

권고안에 따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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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HSBC 그룹의 다른 구성원에게 수시로 그에 

관한 관련정보를 제공하게 될 모든 사람 또는 

기업이 그들의 정보가 제공되기 전에 (플랫폼 

개발자에 대한 또는 그로부터의) 그러한 정보

의 수집, 처리, 공개 및 이전을 통지 받았으

며 그에 동의하였음을 보장해야 한다. 

 

또는 HSBC 그룹의 다른 구성원에게 수시로 

그에 관한 관련정보를 제공하게 될 모든 

사람 또는 기업이 그들의 정보가 제공되기 

전에 (플랫폼 개발자에 대한 또는 그로부

터) 그러한 정보의 수집, 처리, 공개 및 

이전을 통지 받았으며 그에 동의하였음을 

보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