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가상계좌 자금관리서비스 이용 약정서 

제9조 효력 및 계

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 이후 “을”이 “갑”에 대하여 

가상계좌 자금관리 서비스를 개시하는 날인 

[     ]년 [   ]월 [   ]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갑과 을 중 어느 한쪽이 30 일 사전 통지에 의한 

서면으로 해지 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유지한다. 

그러나 본 계약의 해지 시에도 본질상 유효한 

조항은 상대방의 의무이행이 완료될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각 당사자의 승계자 및 양수인에게 

적용된다. 

본 계약은 계약 체결 이후 “을”이 “갑”에 대하여 

가상계좌 자금관리 서비스를 개시하는 날인 

[     ]년 [   ]월 [   ]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갑”과 “을” 중 어느 한쪽이 30 일 사전 통지에 

의한 서면으로 해지 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유지한다. 그러나 본 계약의 해지 시에도 본질상 

유효한 조항은 상대방의 의무이행이 완료될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각 당사자의 승계자 및 

양수인에게 적용된다. 

오타자 정정 

제10조 계약해지 1.7 “갑”이 제 2 조 2항에 명시한 가상계좌 사용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오용 또는 악용하는 

경우 

1.7 “갑”이 제 2 조 제2항에 명시한 가상계좌 사용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오용 또는 악용하는 

경우 

오타자 정정 

제10조 계약해지 제 1-1 항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별도로 정

하지 아니하는 한 즉시 해지되는 것으로 하고, 제

1-2항, 제1-3항, 제1-4항, 제1-6항 및 제1-7항의

경우에는 사전 이행최고 등을 거쳐 이행이 없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해지예정일의 1개

2. 제 1-1 항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즉시 해지되는 것으로 하고, 

제1-2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 제1-6항 

및 제1-7항의 경우에는 사전 이행최고 등을 거쳐 

이행이 없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해

오타자 정정 



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지예정일의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제15조 준용사항  4. 갑이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집금 목적이 아닌 

재판매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불건전한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을은 갑에게 가상계좌 이름 등 

거래 내역을 분기별로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응하여야한다. 

가상계좌 사용

제한 업무 관

련 고객 준용

사항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