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청인 인적사항 

 ※ 반환신청계좌번호가 은행이체약정 미등록계좌인 경우 은행이체약정 신청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철회 대상
 ㅇ (투자성 상품)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하여, 아래 1) 또는 2)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객이 예탁한 금전 등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의 철회는 본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서면 등을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ㅇ (대출성 상품) 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하여, 아래 1) 또는 2)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관련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본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서면 등을 발송하고,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금전 등을 

     당사에 반환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고객 확인사항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확인함” 자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신청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 고객께서 당사에 대하여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 고객님은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그 발송 사실을

   지체없이 당사에 알려야 합니다.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에 따른 청약 철회권의

주요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2021. 04. 제정)

 청 약 철 회 신 청 서

계좌번호 계 좌 명                            

주    소   (☎                         )

반환신청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본인명의계좌 기재)

청약철회 대상상품
 □ 투자성 상품 :  세부사항 기재 가능   

 □ 대출성 상품 :  세부사항 기재 가능  

1) 계약서류

제공 받은 날
       년      월      일

2) 계약서 체결일
(금소법령에 따라 계약서류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

      년      월      일

※[대출성 상품] 대출계약 철회 신청시, 대출원금과 대출이자 및 부대비용 등의 전액

상환이 완료되어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인함

※[대출성 상품] 철회의 의사표시 도달 전 담보대상 증권을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분

하는 경우에는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확인함

※[투자성 상품] 예탁한 금전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하는 등 청약철회권을 포

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확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