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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Terms & Conditions 
사용자 이용 약관 

My authority to Ezypay to direct debit my account 
사용자의 계좌에 대한 Ezypay 의 자동이체 권한 

1 I authorise Ezypay to: 
사용자는 Ezypay에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합니다. 

 
• make periodic direct debits of my account for the Principal’s fees; 

사용자의 계좌에서 가맹사의 요금을 정기적으로 자동이체합니다. 

• make periodic direct debits of my account for Ezypay’s fees and charges including: 
사용자의 계좌에서 다음을 포함한 Ezypay 요금 및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자동이체합니다. 

(i) Ezypay’s fee for the direct debit service; 
자동이체 서비스에 대한 Ezypay 수수료 

(ii) Ezypay’s fee for establishing my account; 
Ezypay 계좌 개설 수수료 

(iii) Ezypay’s fee in the event that I fail to meet a periodic direct debit; and 
정기 자동이체 결제에 실패할 경우 Ezypay 수수료 

(iv) Ezypay’s fee in the event that I choose to use Ezypay’s pre-notification service. 
Ezypay 의 사전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선택할 경우 Ezypay 수수료 

• make the periodic direct debits in accordance with: 
다음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동이체를 시행합니다.  

(i) the payment arrangement for the Principal’s fees outlined in Section B; 
가맹사의 요금 결제 방식 

(ii) Ezypay fees and charges as published on the Ezypay website; 
Ezypay 웹사이트에 게재된 Ezypay 의 요금 및 수수료 결제 방식 

(iii) these Terms and Conditions; and 
본 이용약관 

(iv) any agreement between Ezypay and the Principal. 
Ezypay 와 가맹사의 거래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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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 will: 

사용자는  

• refer any disputed debit item or amount to the Principal. 
구입한 항목이나 요금 관련하여 문제 발생 시 가맹사에 문의합니다. 

 
 
My acknowledgment of who the parties are and what they do: 
주요 기관의 정보 및 역할 

 
3 The Principal is: 

가맹사는 
 

• the organisation referred to as Merchant on the Direct Debit Request Form; and 
자동이체 신청서 양식상의 판매자를 말합니다. 

• the provider of goods or services to me. 
재화와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4 Ezypay is: 
Ezypay는 
 

• the direct debit agent of the Principal; 
가맹사의 자동이체 대리인입니다.  

• the organisation which debits my account and keeps my data secure; but 
사용자의 계좌를 통해 결제를 진행하고 사용자 정보 보안을 유지합니다. 

• not otherwise a provider of goods or services to me. 
상기 외의 재화와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5 NHN KCP Corp is: 
NHN KCP는 
 

• The payments provider used by Ezypay in Korea. 
Ezypay 를 통해 한국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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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zypay will not: 
Ezypay는  

• have any express or implied liability in relation to goods or services provided by Principal; 
or 
가맹사가 제공한 재화나 서비스와 관련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have any obligation to provide a tax invoice to me for its fees and charges. 
Ezypay 의 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7 There are separate agreements between: 

다음과 같이 각각의 약관이 적용됩니다. 
 

• Ezypay and me (recorded in this document); 
Ezypay 와 사용자 (본 문서에 기록) 

• the Principal and me; and 
가맹사와 사용자 

• the Principal and Ezypay. 
가맹사와 Ezypay 

 
My acknowledgement of when Ezypay may terminate this Direct Debit Authority 
Ezypay 의 자동이체 권한 해지  

8 Ezypay may: 
Ezypay는 

 

• terminate this Direct Debit Authority and cease to provide the direct debit service at 
any time by written notice sent by mail or email. 

언제든지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하여 서면으로 고지하고 자동이체를 해지 및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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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acknowledgment of when I may terminate this Direct Debit Authority and what may happen. 
사용자의 자동이체 권한 해지 및 절차  

9 I may: 
사용자는 

 
• terminate this Direct Debit Authority by providing seven (7) days written notice to Ezypay. 

Ezypay 에 7 일 전 서면 고지 후 자동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0 If I give notice to terminate this Direct Debit Authority, 

사용자가 자동이체 권한 해지 신청 후 

Ezypay may: 
Ezypay 는 
 

• Make any period direct debits due within seven (7) days notice period. 
신청 후 7 일 이내의 정기 자동이체 결제 예정 건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11 If a Direct Debit Authority is terminated by either party,  
자동이체 권한이 사용자 또는 Ezypay에 의해 해지 될 경우 
 

•  any contracts, agreements or payments obligations I have with the Principal will not be 
affected.  
사용자와 가맹사간의 거래약관 및 납입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My authority for the amount of the periodic direct debits of the Principal’s fees to be varied 
가맹사의 정기 자동이체 금액 변동 
 
12 I authorise the Principal to: 

사용자는 가맹사에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합니다.   

• vary the amount, frequency and date of the periodic direct debits of its fees from time to 
time; and 
정기 자동이체의 금액 및 결제 주기, 결제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vary the periodic direct debits of its fees in accordance with my agreement with the 
Principal; 
사용자와 가맹사간 거래약관에 따라 정기 자동이체의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Provided that: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zypay Customer Terms & Conditions - Korea Page 6 

A: Level 4, 504, Teheran-ro,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Zipcode: 06178) 
E: help@ezypay.com   P: +82 080 822 1512 

 

• the Principal makes reasonable attempts to provide prior notice to me 
가맹사는 사용자에게 타당한 사유와 사전 고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13 I authorise Ezypay to: 
사용자는 Ezypay에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합니다.  
 

• vary the amount, frequency and date of the periodic direct debits of the 
Principal’s fees from time to time if instructed by the Principal; 

가맹사의 지시에 의해 정기 자동이체의 금액 및 결제 주기, 결제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Provided that: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Ezypay is not on notice that the Principal has not made reasonable attempts to provide 
prior notice to me; and 
가맹사가 사용자에게 타당한 사유와 사전 고지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Ezypay 는 통보받지 

않습니다.  

• Ezypay is not on notice that the variation is not otherwise in accordance with my 
agreement with the Principal. 
변동사항이 사용자와 가맹사간의 거래 약관에 어긋날 경우에도 Ezypay 는 통보받지 않습니다. 

 

My authority for the amount of the periodic direct debits of Ezypay’s fees and charges to be 
varied 
Ezypay 의 정기 자동이체 금액 변동 

14 I authorise Ezypay to: 
사용자는 Ezypay에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합니다. 
 

• increase the rates of its fees and charges with thirty (30) days’ notice or as advised by 
the Principal 
Ezypay 요금 및 수수료 요율을 30 일 또는 가맹사에 통지에 따라 사전 고지 후 인상할 수 

있습니다. 
 

  



 
 

 

 

Ezypay Customer Terms & Conditions - Korea Page 7 

A: Level 4, 504, Teheran-ro,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Zipcode: 06178) 
E: help@ezypay.com   P: +82 080 822 1512 

 

15 Ezypay will not: 
Ezypay는 

 
• increase the rates of its fees and charges  

Ezypay 의 요금 및 수수료 요율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Unless: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Ezypay makes reasonable attempts to provide prior notice to me in time for me to 
terminate this Direct Debit Authority. 
Ezypay 는 자동이체 권한 해지를 위해 사용자에게 타당한 사유와 사전 고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My acknowledgement of what may happen if the amount of the periodic direct debit is varied 
정기 자동이체 금액 변동 시 

16 If Ezypay, in compliance with these Terms & Conditions, varies the amount of the periodic 
direct debit 
Ezypay의 정기 결제 금액 변동이 해당 이용약관에 부합할 경우  

• Ezypay will do so without requiring a signed agreement; and 
Ezypay 는 별도의 약관 동의 없이 변동사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Ezypay will do so without requiring a new Direct Debit Request Form. 
Ezypay 는 별도의 신규 자동이체 신청서 작성 없이 변동사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My acknowledgement of when these Terms & Conditions may be varied 
이용 약관 변동 시 

17 Ezypay may: 
Ezypay는 

 
• vary these Terms & Conditions by posting a new version of its website. 

웹사이트에 변동된 신규 약관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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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zypay will not:  
Ezypay는 

 
• notify the amended Terms and Conditions other than on its website; or 

변동된 신규 약관을 웹사이트 이외의 방법을 통해 통지하지 않습니다. 

• use this method to vary the amount of the periodic direct debits. 
정기 자동이체 금액 변동 시에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19 I will: 
사용자는 

• check Ezypay’s website from time to time for variations to these Terms and Conditions. 
이용약관 변동사항 확인을 위해 Ezypay 의 웹사이트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20 Any amended Terms & Conditions will apply to Ezypay and I if:  

모든 변동된 이용 약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경우 Ezypay와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 Ezypay posts the amended version on its website; 
Ezypay 는 변동된 약관을 웹사이트에 게시 

• 14 days after posting, I have not objected; and 
게시 14 일 이후 사용자가 항의하지 않을 경우 

• 14 days after posting, I have not terminated the Direct Debit Authority. 
게시 14 일 이후 사용자가 자동이체 권한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My acknowledgement of my responsibility in relation to periodic direct debits 
정기 자동이체와 관련한 사용자의 책임 

21 I must: 
사용자는  

• inform Ezypay or the Principal of any changes to my account; 
Ezypay 혹은 가맹사에게 모든 계좌의 변동사항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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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rm Ezypay or the Principal of any changes to my contact details; 
Ezypay 혹은 가맹사에게 모든 개인정보 변동사항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 do all things reasonably necessary to facilitate the periodic direct debiting of my account in 
accordance with these Terms and Conditions; 
해당 이용약관에 따라 정기 자동이체 용이하게 실행하기 위해 타당하게 요구되는 사항을 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have a suitable account available for the periodic direct debits; and 
정기 자동이체 가능한 계좌를 보유해야 합니다.  

• have sufficient funds available in my account for the periodic direct debits. 
계좌에 정기 자동이체 가능한 충분한 잔액을 보유해야 합니다.  

 

My acknowledgement of what may happen if I have insufficient funds 
계좌 잔액이 부족할 경우 

22 If I do not have sufficient funds in my account for the periodic direct debits and I do 
not have a genuine dispute with the Principal or Ezypay, 

소비자와 가맹사 또는 소비자와 Ezypay간의 분쟁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계좌에 정기 

자동이체를 위한 잔액이 부족할 경우 
 
Ezypay may: 
Ezypay 는 

• charge me a failed payment fee for each unsuccessful debit; 
사용자에게 각각의 결제 실패 건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charge me the failed payment fee at the rate published on the Ezypay website from time to 
time; 
사용자에게 수시로 Ezypay 의 웹사이트에 고시되는 요율에 따른 결제 실패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charge me the failed payment fee even though I have also been charged a fee by my 
financial institution; 
금융기관의 수수료 청구와 별도로 결제 실패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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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ge me collection fees; 
수금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charge me legal fees; and 
법정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in conjunction with the Principal, implement re-debit measures to recover any outstanding 
amounts. 
가맹사와 협조하여 미지불금액 회수를 위한 재청구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23 Ezypay will not: 

Ezypay는 
 

• be liable for any fees or charges which arise because I had insufficient funds in my account; 
or 
사용자의 계좌 잔액 부족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이나 수수료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provide any information or explanation regarding unsuccessful debits of my account. 
계좌의 결제 실패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 I must: 

사용자는  

• direct any enquiries about unsuccessful debits of my account to my financial institution. 
결제 실패와 관련한 모든 문의는 사용자의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My acknowledgement of what may happen if I claim a refund 
사용자 환불 요청 시 

 
25 If I claim a refund: 

사용자가 환불을 요청할 시  

• Ezypay will not be under any obligation to pay it; 
Ezypay 는 환불금 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 however, Ezypay will conduct itself in accordance with its Refund Policy. 
다만, Ezypay 는 Ezypay 의 환불 정책에 따라 처리합니다.  



 
 

 

 

Ezypay Customer Terms & Conditions - Korea Page 11 

A: Level 4, 504, Teheran-ro,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Zipcode: 06178) 
E: help@ezypay.com   P: +82 080 822 1512 

 

Variations to debit amounts due to external factors 
외부 요인으로 인한 변동사항 
 
My acknowledgement of when a delay might occur  
지연 발생 
 
26 A delay may occur in the processing of a periodic direct debit if: 

다음과 같이 정기 자동이체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there is a public or bank holiday on the day or the day after a payment is due to be made 
by direct entry; 
자동이체 결제일 혹은 결제일 익일이 공휴일이나 은행 휴무일 경우 

• a payment is received either on a day which is not a banking business day or after the 
normal close of business on a banking business day; 
은행 영업일이 아니거나 은행 정기 휴무의 다음 영업일에 결제가 진행되었을 경우 

• Ezypay does not receive the Direct Debit Request Form in time to process the request prior 
to the first due periodic direct debit; 
Ezypay 가 자동이체신청서를 첫 정기 자동이체 결제일 이전에 수령하지 못했을 경우 

• Ezypay does not receive a request for variation in time to process the request prior to the 
next due periodic direct debit; 
Ezypay 가 변동 신청서를 다음 정기 자동이체 결제일 이전에 수령하지 못했을 경우 

• information supplied on a Direct Debit Request Form or any requested variation is 
incomplete, incorrect, illegible or, for any other reason, does not allow Ezypay to process 
the information promptly; 
자동이체신청서 혹은 변동 신청서상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일치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Ezypay 가 즉각적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 

• for any other reason, does not allow Ezypay to process the information properly 
이외의 이유로 Ezypay 가 정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없을 경우 

• I do not meet my responsibility to have sufficient funds available in my account; or 
사용자가 계좌에 충분한 잔액을 보유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 there are failures or difficulties with technology. 
기술적인 결함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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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acknowledgement of what Ezypay will and will not do in relation to variations with periodic 
direct debits 
정기 자동이체 변동사항과 관련한 Ezypay 의 이행 사항 

27 Ezypay will:  
Ezypay는 
 

• make reasonable attempts to minimise any variance to amounts of periodic direct 
debits affected by exchange rate fluctuations; and 

환율 변동으로 인한 정기 자동이체 금액 변동을 합리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make reasonable attempts to minimise any variance to amounts of periodic direct 
debits affected by factors within its control.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정기 자동이체 금액 변동을 통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8 Ezypay will not be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variance to or shortfall to debit amounts of 

periodic direct debits caused by: 
Ezypay는 다음의 요인으로 인한 정기 자동이체 금액에 대한 변동사항이나 부족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exchange rate fluctuations; 
환율 변동 

• delay as referred to above; 
상기 명시된 지연사항 

• external factors beyond the control of Ezypay; 
Ezypay 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외부적 요인 

• the date on which a periodic direct debit is processed by Ezypay’s Sponsoring Financial 
Institution; or 
스폰서 금융기관에 의해 진행된 정기 자동이체건의 결제일 

• the timing of when a periodic direct debit is requested and processed. 
정기 자동이체의 요청 및 결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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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zypay will not be liable for any faults in the direct debiting of my account caused by: 
Ezypay는  다음의 요인으로 인한 정기 자동이체의 결함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fraudulent activity; 
사기행위 

• security hacking; 
보안 해킹 

• environmental disasters; 
자연재해 

• failure of technology systems used by Ezypay; 
Ezypay 가 사용하는 기술 시스템의 오류 

• any fault in the technology systems used by Ezypay for direct debiting; or 
Ezypay 가 자동이체를 위해 사용하는 기술 시스템의 모든 결함 

• any delay or interruption caused by the technology systems used by Ezypay to facilitate 
direct debiting, 
Ezypay 가 자동이체를 용이하게 진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 시스템의 모든 지연 및 중단 

• except where such faults arise from Ezypay’s own negligent acts or omissions. 
Ezypay 의 과실 혹은 누락으로 인해 발생된 결함은 예외 

 

My authority for Ezypay to communicate with me: 
Ezypay 와 사용자간의 의사소통 

30 I authorise Ezypay to communicate with me to: 
사용자는 Ezypay에 다음을 위한 의사소통 권한을 부여합니다. 

 
• validate and confirm my identity; 

신분 확인 및 활성화 

• validate and confirm my bank account details; 
계좌 확인 및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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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e and confirm my authority for periodic direct debits; 
정기 자동이체 권한 확인 및 활성화 

• assist the Principal to service and promote its products; and 
가맹사의 상품과 서비스 홍보 보조 

• promote third party products 
제 3 자의 상품 홍보 

 
Ezypay may: 
Ezypay 는 

 
• provide specific customer access on its website; 

특정한 사용자에게 웹사이트 접근을 허용합니다. 

• communicate with me by all other available means;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사용자와 의사소통 합니다.  

• advertise related and unrelated products on its website; 
관련이 있거나 무관한 상품을 웹사이트에 광고합니다. 

• inform me of products, services or special offers relating to the provision of its direct debit 
service and other related financial service products; 
사용자에게 자동이체 결제 건과 관련한 상품, 서비스, 특별 가격 정책 및 기타 관련 금융 서비스 

상품 정보를 제공합니다. 

• inform me of products, services or special offers for third party products whether related 
to Ezypay services or not; and 
사용자에게 자동이체 결제 건과 관계 없이 제 3 자의 상품, 서비스, 특별 가격 정책 정보를 

제공합니다. 

• notify me in the event of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between Ezypay and the Principal. 
Ezypay 와 가맹사간 계약 종료 시 사용자에게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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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release and indemnity to Ezypay 
Ezypay 에 대한 사용자 면책 및 보증 

31 I release and indemnify Ezypay in respect of: 
사용자는 다음과 관련하여 Ezypay를 면책하고 보증합니다.  

• any payment made by me or any direct debit of my account made by Ezypay 
pursuant to these Terms and Conditions; 

해당 이용약관에 준하여 Ezypay 를 통해 진행된 사용자의 결제 건 혹은 사용자의 계좌 

자동이체 건 

• the matters set out and payments made in accordance with the Direct Debit Request Form 
and these Terms and Conditions; 
자동이체신청서와 해당 이용약관에 따라 진행된 문제 사안과 결제건 

• any claim I, or the Principal or any franchisor of the Principal or any third party may have in 
relation to the payments made by me pursuant to these Terms and Conditions and the 
Direct Debit Request Form; and 
사용자가 해당 이용약관과 자동이체신청서에 따라 진행한 결제에 대하여 사용자, 가맹사, 

가맹사의 가맹지점 혹은 결제 건과 관련된 제 3 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청구권 

• any situation where, despite my account being debited by Ezypay, the Principal fails to 
provide or suspends the provision of services to me, 
Ezypay 를 통해 사용자의 계좌에서 이체가 되었음에도 가맹사가 사용자에게 서비스 공급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지연했을 경우 

• except where loss or damage arises due to Ezypay’s own negligent acts or omissions. 
Ezypay 의 과실 혹은 누락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이나 손해는 예외 

 

My authority to Ezypay to service my account 
사용자 계좌 관리 

32 I authorise Ezypay to: 
사용자는 Ezypay에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합니다.  

 
• process my personal data for the purposes as described above; 

상기 명시된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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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y the details of my account with my financial institution; 
사용자의 금융기관과 사용자 계좌 세부사항 확인 

• release personal data about me to assist a debt collection agency to recover any 
outstanding payment from me; and 
미지불대금 회수를 위하여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채무징수 대리인에게 제공 

• release such personal data as is reasonably required by my financial institution in relation 
to an incorrect or wrongful debit.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이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금융 기관이 합당하게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제공 

 
33 I authorise my financial institution to: 

사용자는 사용자의 금융기관에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합니다.  
 

• release such information to Ezypay as is necessary to allow Ezypay to verify my bank 
account details. 
사용자 계좌 세부사항 확인을 위해 Ezypay 가 필요로 하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34 I acknowledge that the Ezypay Pty Limited Privacy Policy and Refund Policy can be found 

at www.ezypay.com 
사용자는 Ezypay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환불 정책을 www.ezypay.com 에서 확인 후 인정합니다.  

 
35 I acknowledge the following relating to NHN KCP Corp 

NHN KCP Corp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합니다.  
 

• A recurring credit card payment applied by the user is performed by NHN KCP Corp.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pany”). As a result, the merchant regarding the 
recurring payment is indicated as NHN KCP Corp. in the user’s credit card payment details 
indicate. However, if a user’s merchant uses the merchant number of the user merchant 
instead of a merchant agency, it may be marked as the user’s merchant.  
신용카드 정기결제는 NHN KCP Corp. (이하 “회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결과적으로, 정기 결제건 

관련하여 사용자의 신용카드 결제 세부내역 명세서에 판매자는 NHN KCP Corp 로 명시됩니다. 

다만, 판매자가 판매 대리인이 아닌 판매자 번호를 사용했을 경우 판매자의 이름으로 명시될 수 

있습니다.  

• The user has no objection to the payment on the approval date (the next business day if it is 
a holiday) designated by the financial institute using the user’s card information without 
notice of the charges to be paid by the user (cardholder) on the front side.  

http://www.ezypay.com/
http://www.ezyp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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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금융 기관에 의하여 지정된 카드 승인일 (휴무일 경우 다음 영업일)에 청구에 대한 고지 

없이 카드 앞면에 표기된 사용자(카드소유주)의 카드 정보를 사용하여 결제를 진행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If it is approved with the designated card number for automatic approval such as credit 
card, after the validity authentication of the designated card determined by the company, 
the payment will proceed without the procedures such as 3D Secure or ISP authentication 
specified in the credit card terms and conditions or the agreement.  
회사가 지정한 카드의 유효 인증을 거친 후 신용카드 등의 자동승인을 위해 지정된 카드번호로 

승인이 날 경우 신용카드 이용약관이나 거래약관에 명시된 3D 보안이나 ISP 인증 절차 없이 결제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If the credit limit for automatic approval such as credit card is less than the billing amount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as of the designated withdrawal date, or in the event that a 
replacement billing is impossible due to suspension of credit card or overdue payment, the 
user shall be liable for the damage.  
신용카드 등의 자동승인을 위한 신용 한도가 지정된 이체일 시점에 금융기관의 청구 금액보다 

적거나 신용카드의 정지 또는 체납으로 인해 대체 청구가 불가능할 경우, 사용자는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The start date of approval by new application of automatic approval such as credit card is 
the approval date when the company has been notified in advance by the financial 
institution.  
신용카드 등 신규 자동승인 적용 개시일은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전에 고지받은 

승인일입니다.  

• For application and change (new or cancellation) of automatic approval such as credit card, 
the application form shall be submitted 30 days before the approval date by email method  
신용카드 등 자동승인의 신청 및 변경(신규 혹은 해지)을 위해서는 신청양식을 승인일 30 일 

이전까지 이메일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The approval from the designated card number by automatic approval application such as 
credit card shall proceed with the approval key as requested by the financial institution, and 
if there is any objection to the approved amount, the user and the financial institution shall 
negotiate and coordinate the amount.  
신용카드 등 자동승인적용을 통한 지정된 카드번호의 승인은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승인 암호를 

통해 진행되며 승인 금액이 거절될 경우 사용자는 금융기관과의 조정 및 협상을 통해 금액을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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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mpany shall provide a separate lookup method for the transaction history regarding 
the user’s application.  
회사는 사용자의 이용과 관련한 별도의 거래 기록 조회 방법을 제공합니다.  

• These terms and conditions shall also apply to the application of automatic approval such 
as credit card by submitting the application form directly to the financial institution. 
본 이용약관은 신용카드 등 자동승인적용을 위해 금융기관에 직접 신청양식을 제출할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Other matters not specified in these terms and conditions shall be subject to relevant laws 
such as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the credit card terms and conditions 
and the company’s general terms.  
본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관련 법, 신용카드 이용약관과 

회사의 일반약관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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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ontact details are as below. 
연락처 정보는 하기와 같습니다.   

Company Name 
회사명 

Ezypay Korea Chusik Hoesa 
EZYPAY 한국 주식회사 

Trading Name 
거래명 

EZYPAY 

Company Number 
사업자 등록번호 

531-87-01692 

Website 
웹사이트 

https://www.ezypay.com 

Address  Level 4, 504, Teheran-ro,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Zipcode: 06178)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4, 4 층(해성빌딩) 

(우)06178 

Phone 
전화번호 

+82 080 822 1512 

Customer Support 
고객지원 

help@ezypay.com 

IT Support 
IT 지원 

help@ezypay.com  

Sales 
영업 

hello@ezypay.com 

mailto:help@ezypay.com
mailto:help@ezypay.com
mailto:hello@ezyp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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