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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년한 : 해지일로부터 10년)

글로벌뱅킹 서비스 이용/변경/해지신청서
Application for Global Banking Service

KEB하나은행 앞

  신규(Application)         변경(Application for change)         해지(Application for close)

신청인
Application

성   명
Name

한글
Korean

영문
English

 여권과 일치하여야 함
 Name on your Passport

생년월일
Date of Birth

여권번호       
Passport No.

국내주소
Domestic 
Address

선택 또는
전부 기재

Enter Selective 
or all items

자택
House

한글
Korean

영문
English

직장
Company

한글
Korean

영문
English

국내 연락처
Contact No.

선택 또는
전부 기재

Enter Selective 
or all items

  자택 House:   직장 Company:     

  휴대폰 Mobile phone No.:   e-Mail  :

해외주소
Overseas Address

한글
Korean

영문
English

(국가/지역번호 포함) 전화번호                                   
Telephone No. 

인터넷뱅킹 이용자 ID 
Internet Banking User ID          

서비스이용계좌지정

Accounts

    신규 
Application

    변경 
Application for change

    해지 
Application for close

서비스이용 계좌번호
A/C No.

개설은행/지점명
Bank/Branch

계좌용도
Service

   조회 
Inquiry
   출금/이체 
Withdrawal/Transfer

   조회 
Inquiry
   출금/이체 
Withdrawal/Transfer

   조회 
Inquiry
   출금/이체 
Withdrawal/Transfer

서명/인감
Signature

    본인은 귀행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약관)을 승인·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기재내용과 같이 이용·변경 
신청합니다.
I, hereby, declare that I will abide by your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Electronic Banking Transaction and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Electronic Banking 
Service and therefore apply for, close or change Global 
Banking Service as said above.

신청일자(Date)
신청인(Applicant) : (인, 서명)(Signature)

【실명확인증표 첨부란】

[Attach Identification Copy Here]

 실명확인자 (인)  
 Verified by (Seal)

    뒷면에 있는 글로벌뱅킹 서비스 이용 동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Prepare

책임자
Appr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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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뱅킹 서비스 이용 동의

1. 목적

이 동의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에 따라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인터넷뱅킹서비

스 이용자가 “은행”이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글로벌뱅킹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입니다.

2. 용어의 정의

“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인터넷뱅킹에서 은행의 국내영업점 계좌뿐만아니라 해외영업점계좌(현지법인 포함)도 조회 또는 

출금계좌로 등록하여 통합조회, 이체, 송금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서비스의 범위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조회 서비스

2. 이체 서비스

3. 송금 서비스 

4. 기타 은행이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4. 서비스의 신청 및 이용방법

① 이용자는 인터넷뱅킹을 먼저 가입한 후 국내외 영업점(현지법인 포함)에서 추가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해외영업점(현지법인 포함)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금계좌 중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예금계좌를 등록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3. 서비스의 범위에서 정한 개별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체한도 및 이체사유 등의 용도는 관계법령 및 관련 

약관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