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 안내장은 ○○○○년○○월○○일 

기준으로 당행 계좌를 이용하고 계신 

고객님께 송부되었습니다. 이미 당행의 이미 당행의 

계좌를 해약하신 경우에는 본 문서에 대한 계좌를 해약하신 경우에는 본 문서에 대한 

답변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답변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년 ○○월 ○○일

Japan Post Bank, Co., Ltd.

거래 목적 등의 확인에 관한 부탁 말씀거래 목적 등의 확인에 관한 부탁 말씀

고객님의 건승과 가정 내 행복을 기원합니다.

평소 유초은행과 우체국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근 국제 사회에서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공여 대책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각 금융 기관은 관계 성청 등과 공조하여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면서 건전한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당행에서도 새롭게 거래하시는 고객님과 그 중 하나로 당행에서도 새롭게 거래하시는 고객님과 

더불어 이미 거래를 하고 계신 고객님에 대해서도 이 편지 외에도 창구에서 말씀 드리는 등을 통해 더불어 이미 거래를 하고 계신 고객님에 대해서도 이 편지 외에도 창구에서 말씀 드리는 등을 통해 

고객님에 관한 정보 및 거래 목적 등에 대해 정기적, 지속적으로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고객님에 관한 정보 및 거래 목적 등에 대해 정기적, 지속적으로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고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만 고객님께서 갖고 계신 다음 계좌에 대해 이러한 이와 관련하여 수고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만 고객님께서 갖고 계신 다음 계좌에 대해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 방법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 방법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계좌의 기호번호

(통상（저축）저금 또는(통상（저축）저금 또는

대체계좌입니다.)대체계좌입니다.)

＊＊＊＊＊－＊＊＊＊○○○○

（끝자리 ４개만 표시）

답변 기한 ○○○○년 ○○월 ○○일○○○○년 ○○월 ○○일

당행은 고객 여러분께서 맡겨 주신 소중한 자산을 계속해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거래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한 중요한 작업인 만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관하여 추후 확인을 부탁드릴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

답변방법

스마트폰 또는 PC 를 통해 당행 Web 사이트(하기)→ ‘고객 정보 제출 등에 대한 당부 스마트폰 또는 PC 를 통해 당행 Web 사이트(하기)→ ‘고객 정보 제출 등에 대한 당부 

사항’페이지사항’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링크를 통해 ‘유초은행 고객 정보 신고 사이트’에 접속하여에 게재되어 있는 링크를 통해 ‘유초은행 고객 정보 신고 사이트’에 접속하여, 각 

설문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로그인용 ID 와 비밀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측의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ID(우측의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ID・・비밀번호 입력을 생략하고 직접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비밀번호 입력을 생략하고 직접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I D 】************

【비밀번호】************

※(URL) https://www.jp-bank.japanpost.jp/honnin/hn_zct.html 

안전을 위해 내용은 일부안전을 위해 내용은 일부
암호화 되어 있습니다.암호화 되어 있습니다.

※  스마트폰 등을 갖고 계시지 않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스마트폰 등을 통해 답변이 어려우실 ※  스마트폰 등을 갖고 계시지 않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스마트폰 등을 통해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아래 문의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경우에는 아래 문의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반송 외에 유초은행 및 우체국의 저금 창구에 제출도 가능합니다.※ 반송 외에 유초은행 및 우체국의 저금 창구에 제출도 가능합니다.

 ◇ 확인을 부탁 드리는 내용은 새로 거래를 시작하는 여러분께 여쭙는 것과 같습니다.
 ◇ 질문 사항에는 고객의 ‘근무처・취학처 등’, ‘연소득 등’에 관한 항목도 포함되어 있지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안내는 당행 

Web 사이트(위 URL)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처

주식회사 유초은행 고객정보관리센터

Tel 0120-340-004

<접수 시간> 평일 9:00~19:009:00~19:00

토, 일, 공휴일 9:00~17:00

（12 월 31 일 ~ 1 월 3 일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12 월 31 일 ~ 1 월 3 일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