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SA 첨부 1 

 

청구, 환불 및 갱신 정책 

 

아베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및 요금, 갱신 

아베타 서비스를 구독하시면, 아베타는 귀하가 아베타에 제공하신 신용카드 또는 은행 계좌(

"결제 계좌")에 대한 이용 수수료를 부과하고, 아베타는 해당 결제 계좌 정보를 저장합니다. 

본인 스스로 구독을 해지하지 않으면 해당 결제 계좌에는 다음과 같이 매 건당 자동으로 

금액이 청구됩니다. 

• 귀하의 구독은 자동으로 갱신되고, 해당 갱신일까지 최소 30일 이내에 아베타에 

연락하여 본인의 계정을 취소하지 않으면 귀하는 아베타 구독 서비스에 최초로 

가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12개월마다 한 번씩 자동으로 요금 청구를 받게 됩니다. 

 

• 아베타의 연간 가격은 시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을 완료하기 전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매달 귀하의 결제 계좌로 자동 청구가 이뤄집니다: 

o 고객 사이트를 추가하거나 제품을 추가하면 구독이 업그레이드됩니다. 

o 귀하의 구독은 해당 공급업체 목록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고객에 의해 

업그레이드됩니다. 

o 고객은 아베타에 귀하가 이 고객 공급망에 소속되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귀하는 아베타 네트워크의 일부인 아베타의 고객 중 어느 누구라도 해당 고객의 승인된 "

공급업체 명단"에 귀하의 계정을 추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귀하를 승인된 공급업체 명단에 추가한 고객과 그 날짜부터 주요 사용자에게 보낼 

알림 이메일이 생성됩니다. 귀하의 계정을 해당 고객과 연결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아베타에 

연락하여 승인된 공급업체 명단에서 귀하의 계정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해당 

고객의 승인된 공급업체 명단에서 없애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 고객에게 전달됩니다. 해당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귀하가 아베타에 고객 명단에서 귀하의 이름을 없애 달라고 

신청하지 않으면, 귀하의 결제 계좌 앞으로 앞서 기술된 내용처럼 그리고 첨부 2 "공급업체 

환불 정책"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동으로 청구됩니다. 

귀하의 결제 계좌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결제 계좌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반드시 아베타에 949-936-4500번으로 전화를 걸어 연락해야 합니다. 아베타가 귀하의 결제 

계좌로 청구할 수 없는 경우, 귀하의 구독은 해당 구독 기간이 끝나면 종료됩니다. 

 

고객 지불 프로그램  



  

 

아베타는 고객이 공급처 등록 및 가입비를 지불하도록 선택하는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고객 지불 프로그램"). 고객 지불 프로그램은 고객 선정 시점에, 고객이 선택하는 기간 동안

, 고객의 공급처 목록에 있는 일부 또는 모든 공급처에 대해서만 제공됩니다. 귀하의 계정을 

해당 고객과 연결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아베타에 연락하여 승인된 공급처 명단에서 귀하의 

계정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해당 고객의 승인된 공급처 명단에서 없애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 고객에게 전달됩니다. 귀하의 계정을 해당 고객과 연결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아베타에 연락하여 승인된 공급처 명단에서 귀하의 계정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해당 고객의 승인된 공급처 명단에서 없애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 고객에게 

전달됩니다. 

 

 

세액 원천징수 

본 계약 조건에 따라 아베타로 인한 결제와 관련된 모든 적용 가능한 세금은 본인 부담이고 

아베타에 구독료를 지불하셨을 경우 아베타를 대신한 원천징수도 본인 부담입니다. 
 

아베타를 대신하여 세금 납부가 제대로 처리되었음을 입증하는 세금 영수증 사본을 아베타에 

제공하는 것은 귀하의 의무입니다. 
 

세무 당국에 원천징수 신고를 안했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후에 발생하는 벌금, 과징금 

또는 세금 공제 청구로 이어지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귀하는 그러한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 경비 및 벌금에 대하여 아베타의 면책을 적극 지지해야 

합니다.  

환불 규정 

공급자는 결제 계좌가 실수로 두 번 청구되었거나 잘못 청구된 경우에만 해당 가입비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자가 동일 멤버십에 대해 두 번 결제를 

제출하였거나, 공급자가 결제 계좌로 멤버십 요금을 결제했고 아베타에 멤버십 요금을 

수표를 또 보냈을 경우, 공급자는 하나의 구독료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료는 공급자가 해당 구독을 취소하고 아베타 서비스를 구독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아베타에 통보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갱신료를 지불한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아베타 서비스에 대한 구독을 갱신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면, 아베타에 연락하여 멤버십 구독 갱신일 30일 전에 계정 편집 페이지에 열거된 

멤버십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것은 공급자의 책임입니다. 

공급자는 자사 연락처 이메일이 정확하고 최신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환불은 공급자가 결제할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수단으로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공급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했다면 환불은 해당 신용카드로(해당될 경우)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