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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용) 
 

 

약관명 
해당약관 조항  

변경전 변경후 비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용) 
 

제 21조(뇌물수수 및 부정부패 방지 관련 진술, 보장 및 서약) 
① 채무자, 또는 채무자가 알고 있는 한 그 임직원, 대리인, 계열사, 자회사, 기타 채무자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ㆍ간접적으로 뇌물수수 및 부정부패 방지에 관한 
법령(United Kingdom Bribery Act 2010 (the “UK Bribery Act”),  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of 1977 (the “FCPA”) 및 관련 한국의 관련 법령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상의 의무위반을 하였거나 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채무자 
및 채무자가 알고 있는 한 그 계열사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 법령 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② 채무자는 여신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금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ㆍ간접적으로 위 법령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룹가이드에따른 
신규조항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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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조(FATCA 조항)  
① 본조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란, 
1. 1986 년 미국 연방세법 sections 1471 에서 1474까지 및 그 관련 규정 또는 관련 공식 

지침, 
2. 본항 제 1 호의 이행을 위하여, 미국 외의 관할권에서 제정된, 또는 미국과 그 외 

관할권 간 체결된 정부간 계약과 관련된, 모든 조약, 법령, 규정 또는 공식 지침, 또는 
3. 본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이행을 위하여 미국 국세청, 미국 정부, 미국 외 관할권의 

정부 당국 또는 조세당국과 체결된 계약을 의미합니다. 
“FATCA 공제”란 FATCA로 인하여 본 여신거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에서 공제 또는 
원천징수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FATCA 면제대상자”란 본 여신거래계약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경우에 FATCA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은행 또는 채무자를 의미합니다. 은행 또는 채무자 각각을 본 제 22조에서 
“당사자”라 합니다. 

 
②  FATCA 정보 

1.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합리적인 요청 후 10 영업일 이내에, 
(i)  본인이 FATCA 면제 대상자인지 여부를 상대방에 확인해주어야 하며, 
(ii) FATCA 준수를 위해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FATCA 적용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양식, 서류 및 기타 정보(“도관지급율 (passthru payment percentage)” 또는 
미국 재무부 규정 및 정부간 계약 등의 기타 공식 지침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정보 
등을 포함)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만일 당사자가 본항 제 1 호 (i)목에 따라 상대방에 본인이 FATCA 면제대상자라고 
확인하여 주었으나 이후 FATCA 면제대상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거나 FATCA 
면제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상대방에 신속히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본항 제 1호의 내용과 무관하게, 은행은 다음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i) 법령 및 규정 
(ii) 신의성실 의무 또는 
(iii) 비밀유지 의무  

4. 만일 당사자가 본항 제 1호에 따라 요청되는 FATCA 면제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거나 관련 양식, 서류 및 기타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본항 제 3 호가 적용되는 
경우 포함), 당사자가 FATCA 면제대상자 여부를 확인 하여 주는 시점 또는 양식, 서류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하는 시점까지, 
(i)  FATCA 면제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는 본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FATCA 면제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며, 
(ii)  “도관지급율”을 확인해주지 않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는 본 여신거래 및 이에 따른 

지급과 관련하여 “도관지급율”이 100%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③  FATCA 공제 
은행은 FATCA에 명시된 바에 따라 FATCA 공제를 하고 동 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급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이러한 FATCA 공제를 한 경우 지급금 수령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증액하거나 달리 FATCA 공제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은행은 채무자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FATCA 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 또는 FATCA 
공제율이나 공제사유에 변경 사항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 채무자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룹가이드에따른 
신규조항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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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Terms and 
Conditions for Bank 
Credit Transactions 
(for Company) 

 

Article 21.         Representation/Warranty and Covenant for Anti-Bribery and Corruption 
(1)   None of the Obligor, nor to the knowledge of the Obligor, any director, officer, agent, 

employee, affiliate or other person acting on behalf of the Obligor or any of its 
subsidiaries is aware of or has taken any action, directly or indirectly, that would result in 
a violation by such persons of any applicable anti-bribery law,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United Kingdom Bribery Act 2010 (the “UK Bribery Act”), the 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of 1977 (the “FCPA”) and other similar Act in Korea. Furthermore, the 
Obligor and, to the knowledge of the Obligor, its affiliates have conducted their 
businesses in compliance with the UK Bribery Act, the FCPA and similar laws, rules or 
regulations. 

 
(2)   No part of the proceeds of the credit transactions will be used, directly or indirectly, 
for any payments that could constitute a violation of any applicable anti-bribery law. 

Group guideline 

 

Article 22.         FATCA Clause  
(1) Definitions: 
 

“FATCA” means: 
(a) sections 1471 to 1474 of the US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or any associated 

regulations or other official guidance; 
(b)  any treaty, law, regulation or other official guidance enacted in any other 

jurisdiction, or relating to an intergovernmental agreement between the US and any 
other jurisdiction, which (in either case) facilitates the implementation of paragraph 
(a) above; or 

(c)  any agreement pursuant to the implementation of paragraphs (a) or (b) above with 
the US Internal Revenue Service, the US government or any governmental or 
taxation authority in any other jurisdiction. 

“FATCA Deduction” means a deduction or withholding from a payment under this loan 
agreement required by FATCA. 

“FATCA Exempt Party” means the Bank or the Obligor (each, the “Party” in this Article 22) 
that is entitled to receive payments free from any FATCA Deduction. 
 

(2)  FATCA Information.  
(a) Subject to Article 22. (2) (c) below, each Party shall, within ten Business Days of a 

reasonable request by the other Party: 
(i) confirm to the other Party whether it is: 

a. a FATCA Exempt Party; or  
b. not a FATCA Exempt Party; and 

(ii) supply to the other Party such forms, documentation and other information relating to 
its status under FATCA (including its applicable "passthru payment percentage" or 
other information required under the US Treasury Regulations or other official 
guidance including intergovernmental agreements) as the other Party reasonably 
requests for the purposes of the other Party’s compliance with FATCA. 

Group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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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f a Party confirms to the other Party pursuant to Article 22. (2) (a) (i) a. above that it is a 
FATCA Exempt Party and it subsequently becomes aware that it is not, or has ceased to be 
a FATCA Exempt Party, that Party shall notify that other Party reasonably promptly. 

(c) Article 22. (2) (a) above shall not oblige the Bank to do anything which would or might in 
its reasonable opinion constitute a breach of: 
(i) any law or regulation; 
(ii) any fiduciary duty; or 
(iii) any duty of confidentiality.  

(d) If a Party fails to confirm its status or to supply forms, documentation or other 
information reques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2. (2) (a) above (including, for the 
avoidance of doubt, where Article 22. (2) (c) above applies), then: 
(i)  if that Party failed to confirm whether it is (and/or remains) a FATCA Exempt  Party 

then such Party shall be treated for the purposes of this loan agreement as if it is not a 
FATCA Exempt Party; and 

(ii)  if that Party failed to confirm its applicable "passthru payment percentage" then such 
Party shall be treated for the purposes of this loan agreement (and payments made 
thereunder) as if its applicable "passthru payment percentage" is 100%, 

until (in each case) such time as the Party provides the requested confirmation, forms, 
documentation or other information. 

 
(3)  FATCA Deduction. 
The Bank may make any FATCA Deduction it is required by FATCA to make, and any payment 
required in connection with that FATCA Deduction. The Bank shall not be required to increase 
any payment in respect of which it makes such a FATCA Deduction nor otherwise compensate 
the recipient of the payment for that FATCA Deduction. The Bank, if it becomes aware that it 
must make a FATCA Deduction in respect of a payment to the Obligor (or that there is any 
change in the rate or the basis of such FATCA Deduction), shall notify the Oblig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