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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生年月日(생년월일)’, ‘国籍(국적)’ 등
(2) ‘外国PEPs情報(외국 PEPs 정보)’
(3) ‘ご利用目的(이용 목적)’
(4) ‘ご職業(직업)’, ‘事業／業種(사업/업종)’
(5) ‘ご勤務先・ご就学先(직장・학교)’(※가능한 범위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6) ‘年収・年商(연간 수입・연간 매출액)’(※가능한 범위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7) ‘毎月のお取引金額（合計）(월 거래 금액(합계))’, ‘お取引の頻度(거래 빈도수)’
(8) ‘お取引の原資(거래에 사용될 기초 자금)’
(9) ‘200万円超の現金取引予定(200만엔 초과 현금 거래 예정)’
(10) ‘国際送金の利用予定(국제 송금의 이용 예정)’
(11) ‘経済制裁対象国等との取引(경제 제재 대상국 등과의 거래)’

1 답변 입력 화면에 표시된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고객님의 현재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고객 정보 신고 사이트 입력 방법 안내(개인 고객)

이 경우, 입력하신 정보가 삭제되므로 주의하십시오.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 로그인하여 처음부터 새로 입력해 주십시오)

1 로그인 후 20분 동안 이용이 없으실 경우, 정보 보호 관점에서 자동으로 로그아웃됩니다.

시스템 오류에 의해 로그아웃된 경우, 입력하신 정보가 삭제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 로그인하여 처음부터 새로 입력해 주십시오)

2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브라우저의 ‘뒤로가기’ 버튼이나 ‘새로고침’ 버튼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3 완료 화면이 나타나면 답변이 종료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의 사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답변 확인 화면을 캡처해 저장하거나 브라우저 화면 인쇄 등을 이용하십시오.

2 답변 확인 화면에서 입력 내용을 확인하신 후, 입력 내용이 올바르면 ‘回答(답변)’ 버튼을 누르십시오.
수정을 원하시면 ‘戻る(뒤로가기)’ 버튼을 눌러 답변 입력 화면으로 돌아간 후 입력한 내용을 수정하십시오.

답변 입력 시 주의 사항

(답변 입력 화면 ①)
(1)~(6)을 입력합니다

(답변 입력 화면 ②)
(7)~(11)을 입력합니다

(답변 확인 화면)
답변 내용을 확인합니다

(완료 화면)
답변이 종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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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적을 소지하신 분이나 특별영주자는 ‘日本国籍または外国籍の特別永住者(일본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의 특별영주자)’를 선택하십시오.
・외국 국적을 소지하신 분은 ‘外国籍（特別永住者を除く）(외국 국적(특별영주자 제외))’를 선택하신 후 보기에서 국가명을 선택하십시오.
・재류카드를 소지하신 분은 ❶‘在留資格(재류 자격)’, ❷‘在留期間（満了日）(재류 기간(만료일)’, ❸‘在留カード番号(재류카드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외교관 등에 해당하여 재류카드를 교부받지 않은 분은 재류카드 번호를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生年月日(생년월일)’, ‘国籍(국적)’ 등을 입력하십시오.

1. 답변 입력 화면에 표시된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고객님의 현재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생년월일을 선택하십시오.

국적을 선택하십시오.
※일본 국적인 분이나 특별영주자인 

분은 ‘일본 국적 또는 외국국적의 
특별영주자’를 선택하십시오.

[외국 국적인 분]

[외국 국적자만 해당]
재류기간(만료일)을 
선택하십시오. 재류 자격이 
영주자 등에 해당하여 
재류기간이 무기한인 분은 ‘無期
限(무기한)’을 선택하십시오.

[외국 국적자만 해당]
재류카드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외교관 등에 해당하여 재류카드를 

교부받지 않은 분은 재류카드 
번호를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외국 국적자만 해당]
일본에 소재한 사무소 등(회사, 사무실, 점포, 
영업소 등)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はい(네)’를 
선택하십시오.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いい
え(아니요)’를 선택하십시오.

[외국 국적자만 해당]
외교관 등 특정 직업인 분은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외국 국적자만 해당]
보기에서 국가명을 선택하십시오.

[외국 국적자만 해당]
보기에서 재류 자격을 
선택하십시오.

❶

❸

❷

❶

❷

❸



3/14

・외국 PEPs(외국 정부 등의 중요한 공적 지위에 있는 분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はい(네)’를 선택하십시오.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いい
え(아니요)’를 선택하십시오※.

※외국 PEPs는 외국 원수 및 외국 정부, 중앙은행, 기타 이와 유사한 기관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분(또는 그 가족)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외국 
대사나 국영 기업의 임원 등 한정된 지위나 직급 등에 있는 분(또는 그 가족)만이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外国政府等において重要な地
位を占める方」について](외국 정부 등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분에 대하여)’를 참조하십시오.

2 ‘外国PEPs情報(외국 PEPs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외국 PEPs에 해당하는 분]

[외국 PEPs에 해당하는 분만 
해당]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분이 
명의인 본인이라면 ‘ご本人
(본인)’을 선택하십시오.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분이 
명의인의 가족이라면 ‘ご家族
(가족)’을 선택한 후 해당하는 
분의 이름과 ‘続柄（配偶者、
父母、子　等）(관계(배우자, 
부모, 자녀 등)’를 선택하십시오.

[외국 PEPs에 해당하는 분만 
해당]
중요한 지위에 있는 기관 명칭을 
입력하십시오. 
(예) 주일 ●● 대사관

[외국 PEPs에 해당하는 분만 
해당]
중요한 지위를 입력하십시오. 
(예) 수상, 전권대사

‘はい(네)’ 또는 ‘いいえ
(아니요)’를 선택하십시오.

[외국 PEPs에 해당하는 분만 
해당]
보기에서 중요한 지위에 있는 
국가명을 선택하십시오.



4/14

・유초은행(우체국 포함)과 거래하시는 목적에 대하여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主なご利用目的(주요 이용 목적)’: 해당하는 항목 1개를 선택하십시오.
‘上記以外のご利用目的(위 이외의 이용 목적)’: 주요 이용 목적 이외에도 이용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예) ‘主なご利用目的(주요 이용 목적)’은 ‘급여 수취’이지만, 이 밖에도 공공요금 이체나 신용카드 결제 등 ‘생계비 결제’, 여유 자금의 ‘저축’ 이용도 
있을 경우에는 ‘主なご利用目的(주요 이용 목적)’은 ‘給与受取／年金受取(급여 수취/연금 수취)’를 선택하시고, ‘上記以外のご利用目的(위 
이외의 이용 목적)’은 ‘生計費決済(생계비 결제)’와 ‘貯蓄／資産運用(저축/자산 운용)’을 선택하십시오.

3  ‘ご利用目的(이용 목적)’을 입력하십시오.

주요 이용 목적을 1개 
선택하십시오.
‘その他(기타)’를 선택하신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최대 20자)
※20자를 초과하면 20자 이하로 

줄여서 다시 입력하십시오.

이용 목적이 복수인 경우에는위 
이외의 이용 목적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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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인의 주요 ‘ご職業(직업)’에 대하여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복수 선택 가능)
・선택하신직업에 따라 직장의 ‘事業／業種(사업/업종)’도 보기에서 선택하십시오.

4 ‘ご職業(직업)’, ‘事業／業種(사업/업종)’을 입력하십시오.

해당하는직업을 선택하십시오. 
(복수 선택 가능)
‘その他(기타)’를 선택하신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최대 10자)
※10자를 초과하면 10자 이하로 

줄여서 다시 입력하십시오.

[‘会社員/団体職員(회사원/단체 직원)’, ‘会社役員/団体役員(회사 임원/단체 임원)’, ‘パート/アルバイト/派遣社員/契約社員(시간제 근무자/
아르바이트/파견 사원/계약 사원)’, ‘個人事業主/自営業 (개인사업자/자영업)’에 해당하는 분]
※이 이외의 직업을 가진 분은 사업/업종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업이 회사원/단체 직원, 회사 
임원/단체 임원, 시간제 
근무자/아르바이트/파견 
사원/계약 사원, 
개인사업자/자영업에 해당하는 
분은 주요 사업/업종을 보기에서 
선택하십시오.
(그 밖의 사업/업종을 포함하여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その他(기타)’를 선택하신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최대 10자)
※10자를 초과하면 10자 이하로 

줄여서 다시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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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학교 정보를 가능한 범위에서 입력하십시오.

5 ‘ご勤務先・ご就学先(직장・학교)’를 입력하십시오.

‘직장(학생은 학교)의 명칭을 
입력하십시오. (최대 30자)
※30자를 초과하면 30자 이하로 

줄여서 다시 입력하십시오.
※직장 등이 복수일 경우에는 주된 

한 곳을 입력하십시오.

직장(학생은 학교)의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전화번호가 복수일 경우에는 1

개만 입력하십시오.
※전화번호의 하이픈(-)은 생략하여 

입력하십시오.

직장에서의 직급에 대하여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학생일 경우에는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その他(기타)’를 선택하신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최대 10자)
※10자를 초과하면 10자 이하로 

줄여서 다시 입력하십시오.

직장에서의 업무 내용에 대하여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학생일 경우에는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その他(기타)’를 선택하신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최대 10자)
※10자를 초과하면 10자 이하로 

줄여서 다시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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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年収（個人事業主の方は年商）(연간 수입(개인사업자인 경우 연간 매출액))’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입력하십시오.
※급여나 연금 외에 월세 수입 등도 포함합니다.
※명의인 본인의 수입이 없을 경우에는 ‘0～100万円以下(0~100만엔 이하)’를 선택하십시오.

6 ‘年収・年商(연간 수입・연간 매출액)’을 입력하십시오.

현재의 연간 수입(개인사업자인 
경우 연간 매출액)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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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거래(예금, 환급, 송금, 이체 등) 금액과 거래 빈도수에 대하여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차량이나 주택 구매용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고액의 입출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달마다 금액이나 빈도수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毎月のお取引金額（合計）(월 거래 금액(합계))’의 예]
매월 급여 20만엔이 입급되고 생계비 결제로 10만엔을 환급할 경우 거래 금액은 30만엔이 되므로 ‘10万円超～50万円以下(10만엔 초과~50
만엔 이하)’에 해당합니다.

[‘お取引の頻度(거래 빈도수)’의 예]
1주일 동안 ATM으로 2회 출금하고 1회 이체한 경우 ‘週に3回以上(주 3회 이상)’에 해당합니다.

7 ‘毎月のお取引金額（合計）(월 거래 금액(합계))’, ‘お取引の頻度(거래 빈도수)’를 입력하십시오.

월 거래 금액(합계)을 선택하십시오.

거래 빈도수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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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은행 계좌의 거래에 사용될 주요 ‘原資(기초 자금)’(거래 자금 출처, 계좌에 입금되는 자금의 주요 출처)에 대하여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복수 선택 가능)

8 ‘お取引の原資(거래에 사용될 기초 자금)’을 입력하십시오.

거래에 사용될 기초 자금을 
선택하십시오. (복수 선택 가능)
‘その他(기타)’를 선택하신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최대 20자)
※20자를 초과하면 20자 이하로 

줄여서 다시 입력하십시오.



10/14

・유초 은행 계좌로 200만엔을 초과하는 현금 거래를 이용하실 경우 또는 차후에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はい(네)’를 선택하십시오. 이용하지 않거나 
차후에도 예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いいえ(아니요)’를 선택하십시오.

※현금 거래는 ATM이나 창구를 통해 계좌에서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등의 거래를 말합니다. 같은 날에 ATM에서 현금을 입금하여 합계가 
200만엔을 초과하는 거래를 하신 경우에는 ‘はい(네)’를 선택하십시오. (계좌 이체나 계좌를 통한 송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거래할 때 거래 이유나 거래에 사용될 기초 자금 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9 ‘200万円超の現金取引予定(200만엔 초과 현금 거래 예정)’을 입력하십시오.

‘はい(네)’ 또는 ‘いいえ
(아니요)’를 선택하십시오.

[200만엔 초과 현금 거래 예정 여부가 ‘はい(네)’에 해당하는 분]

[200만엔 초과 현금 거래 예정이 
있는 분만 해당]
자금 출처와 사용 용도, 현금을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거래의 
구체적인 내용)를 입력하십시오. 
(최대 30자)
※30자를 초과하면 30자 이하로 

줄여서 다시 입력하십시오.

[200만엔 초과 현금 거래 예정이 
있는 분만 해당]
200만엔을 초과하는 현금 
거래의 빈도수에 대하여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200만엔 초과 현금 거래 예정이 
있는 분만 해당]
200만엔을 초과하는 현금 
거래의 1회당 금액에 대하여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거래 시마다 거래 금액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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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 은행 계좌로 국제 송금(외국와의 송금 거래)을 이용하실 경우 또는 차후에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はい(네)’를 선택하십시오. 이용하지 않거나 
차후에도 예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いいえ(아니요)’를 선택하십시오.

※국제 송금은 창구 이용 유무나 유초 다이렉트 이용 유무 또는 거래 예정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답변해 주십시오.
※실제로 거래할 때 송금 목적이나 거래에 사용될 기초 자금 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10 ‘国際送金の利用予定(국제 송금 이용 예정)’을 입력하십시오.

‘はい(네)’ 또는 ‘いいえ
(아니요)’를 선택하십시오.

[국제 송금 이용 예정 여부가 ‘네’에 해당하는 분]

[국제 송금 예정이 있는 분만 
해당’]
국제 송금을 하는 목적 (송금하는 
경우, 송금받는 경우)에 대하여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복수 선택 가능)
‘その他(기타)’를 선택하신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최대 20자)
※20자를 초과하면 20자 이하로 

줄여서 다시 입력하십시오.

[국제 송금 예정이 있는 분만 해당]
국제 송금의 빈도수에 대하여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국제 송금 예정이 있는 분만 해당]
국제 송금의 1회당 금액에 
대하여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거래 시마다 거래 금액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국제 송금 예정이 있는 분만 해당]
국제 송금의 거래 상대국 등에 
대하여 해당하는 국가명 등을 
선택하십시오. (복수 선택 가능)
‘その他(기타)’를 선택하신 
경우에는 보기에서 국가명을 
선택하십시오.
※기타 거래 상대국 등이 복수일 

경우에는 주요 거래 상대국 등을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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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및 외국 무역법과 미국 OFAC 규제 등에 의해 제재 대상국・지역으로 지정된 국가 등(경제 제재 대상국 등)과 거래가 있을 경우 또는 차후에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はい(네)’를 선택하십시오. 거래가 없거나 차후에도 예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いいえ(아니요)’를 선택하십시오.

※최신 경제 제재 대상국 등은 유초은행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할 때 거래 이유나 거래에 사용될 기초 자금 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11 ‘経済制裁対象国等との取引(경제 제재 대상국 등과의 거래)’를 입력하십시오.

‘はい(네)’ 또는 ‘いいえ
(아니요)’를 선택하십시오.

[경제 제재 대상국 등과의 거래 여부가 ‘네’에 해당하는 분]

[경제 제재 대상국 등과의 거래가 
있는 분만 해당]
해당하는 경제 제재 대상국 등을 
선택하십시오.
‘その他(기타)’를 선택하신 
경우에는 구체적인 국가명 등을 
입력하십시오. (최대 30자)
※30자를 초과하면 30자 이하로 

줄여서 다시 입력하십시오.
[경제 제재 대상국 등과의 거래가 있는 분만 해당]
거래 내용이나 목적, 거래 상대방 등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최대 40자)
※40자를 초과하면 40자 이하로 줄여서 다시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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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이 표시되면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이상이 없으면 ‘回答(답변)’ 버튼을 누르십시오.
・수정을 원하시면 화면상의 ‘戻る(뒤로가기)’ 버튼을 눌러 답변 입력 화면으로 돌아간 후 입력 내용을 수정하십시오.

※브라우저의 ‘戻る(뒤로가기)’ 기능을 사용하면 입력 내용이 삭제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답변 버튼을 누른 후에는 다시 로그인할 수 없어 답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본이 필요하면 답변 확인 화면을 캡처해 저장하거나 브라우저 화면 

인쇄 등을 이용하십시오.

2. 답변 확인 화면에서 입력 내용을 확인하신 후,
입력 내용이 올바르면 ‘回答(답변)’ 버튼을 누르십시오.

입력 내용을 확인하신 후 이상이 
없으면 ‘回答(답변)’ 버튼을 
누르십시오.
수정을 원하시면 화면상의 ‘戻る
(뒤로가기)’ 버튼을 눌러 답변 
입력 화면으로 돌아간 후 입력 
내용을 수정하십시오.
※브라우저의 ‘戻る(뒤로가기)’ 

기능은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입력 
내용이 삭제됩니다)

※‘回答(답변)’ 버튼을 누른 후에는 다시 로그인할 수 없어 답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본이 
필요하면 답변 확인 화면을 캡처해 저장하거나 브라우저 화면 인쇄 등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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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완료 화면이 나타나면 답변이 종료됩니다. 협조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