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그룹웨어(선택)

이카운트 이용 약관

: 5 User 당 / 50GB 제공. 매월 11,000원(VAT포함)
B. 웹메일(선택)

본 약관은 ㈜이카운트(이하 “이카운트”)와 “이카운트”가 제공

: 10 User 당 / 20GB 제공. 매월 5,500원(VAT포함)

하는 제품, 소프트웨어, 인적 서비스 등(이하 “서비스”)을 사
용하는 주체(개인, 회사, 고용인, 대리인을 포함하되, 이에 한
하지는 않음. 이하 “고객”)간 의무와 권리를 규정한다.

제5조 (해지와 데이터 백업)
1. “고객”은 언제든 계약해지(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카

제1조 (가입 신청과 승인)
“고객”은 “이카운트”가 제공하는 온라인 웹 사이트에서 온라
인이용악관과 업무처리규칙 및 SLA에 동의함으로써 가입신
청을 완료하고 “이카운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
이 승인하여야 한다.

제2조 (의무)
1. “이카운트”는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될 때까지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한다.

운트”는 데이터 백업 기능을 제공하여 “고객”이 사용 중 입
력한 데이터를 엑셀 등의 형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다.
2. “이카운트”는 탈퇴한 “고객”의 데이터를 3개월 간 보관 후
삭제한다. “고객”은 탈퇴 후 3개월 이내 재가입 시 기존 데이
터를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비밀유지)
“이카운트”는 업무상 알게된 “고객”의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2. “고객”은 “이카운트”가 정한 “서비스” 이용 대가를 기한 내
에 지불한다.

제3조 (사용을 돕기 위한 혜택)

제7조 (기타)
본 약관과 “이카운트” 웹 사이트에 게재된 온라인 약관의 내
용이 상충할 경우, 온라인 약관을 우선한다.

1. 방문교육 : “이카운트”는 2회 무료로 고객사에 방문하여
교육을 제공한다.(일부 도서 산간 지역은 원격교육 제공)
2. 전화상담 : “이카운트”는 Call-Back(“고객”이 요청하면 상담
20

원이 전화를 하여 상담) 방식으로 평일 9시부터 24시까지

.

.

.

전화상담을 제공하며, 토요일은 9시부터 오후 16시까지 제공
한다. 다만, “이카운트” 사정에 따라 상담방식과 시간은 향후
변경될 수 있다.

“고객”

3. 기타 : 약 3,000 여개의 교육 동영상과 1,000개의 문서 매

상호명

뉴얼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이카운트 영업/교육자가 자필로 작성

사업자등록번호 이카운트 영업/교육자가 자필로 작성

제4조 (서비스 이용 대가)
1. 가입비 : “고객”은 가입과 동시에 220,000원(VAT 포함)을 1

“이카운트”

회 납부하며, 방문교육을 받거나 가입 후 7일이 경과하면 환
불되지 않는다.
2. ERP 사용료 : “고객”은 매월 25일까지 44,000원(VAT 포함)
을 납부한다.
3. 부가서비스 : “고객”은 ERP와 편리하게 연계되는 다음의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영업자 또는 교육자 이름

자필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