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헬로월드(이하"회사"라함)가 제공하는 포스피드 PC 서비스(이하 "포스피드"라 

함)을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 이용자인 사장님(이하 “사장님”라 함)이 자체 서비스 결함에 

의해 장애가 발생하여 서비스 이용에 손해를 입은 경우 또는 사장님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해를 입거나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이하 “서비스 장애”라 

함) 사장님은 회사가 제공하는 보상 기준에 의거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 장애 발생사유가 이용약관 제 6 조(서비스의 중단 또는 변경)와 

제 9 조(회사의 면책)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또한 "무료체험기간" 중 발생한 서비스 장애의 경우와 "월 이용료 1 회 미만 납부"한 

사장님의 경우, 본 보상정책으로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상 상세 요건 및 절차] 

* 서비스 장애 요건 

-       포스피드 자체 서비스 결함에 의해 장애가 발생하여 서비스 이용에 손해를 입은 

경우 

-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장애 

-       사장님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해를 입거나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 

* 보상신청 절차 

-       서비스 장애시 먼저 전화기록을 남기시고 장애 종료 후 거래 영업점 등으로 

보상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상 신청시 접수된 보상신청 건에 대해 녹음 기록 또는 서비스 처리 데이터를 

근거로 보상 정책 기준을 적용하여 보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       보상은 보상 신청이 접수된 건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       서비스 장애 보상은 신청 접수 후 14 일 내에 처리할 예정이나, 경우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이나 자료확보 등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 보상제외사항 

-       전화기록 또는 전산상의 근거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무료체험기간 중 발생한 서비스 장애의 경우 본 보상정책에 따라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월 이용료 1 회 미만 납부한 사장님의 경우 본 보상정책에 따라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이용약관 제 6 조(서비스의 중단 또는 변경) 및 제 9 조(회사의 면책)에 해당하는 

경우, 본 보상정책으로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포스피드 서비스 장애 보상 정책기준] 

장애시간 보상기준 비고 

1 시간미만 없음   

1 시간 이상 5 시간 미만 이용료의 10% 페이백 포스피드 금월 이용료 계산 

페이백 (VAT 포함 금액) 

- 장애발생일 기준 당월 이용료 

페이백 

- 단, 이용료 정산입금 이후 이용료 

청구 계좌 또는 카드로 페이백 적용 

 - 24 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용료 100% 페이백 

외  통상 손해 등을 고려하여 초과 

보상을 산정할 예정   

5 시간 이상 12 시간 

미만 

이용료의 50% 페이백 

12 시간 이상 24 시간 

미만 

이용료의 100% 페이백 

24 시간 이상 자체공지 

(이용료 100% 페이백 

외 초과 보상제공) 

- 공고 일자 : 2020 년 02 월 19 일 

- 시행 일자 : 2020 년 02 월 26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