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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인터넷 뱅킹 (BIBPlus) – 이용자 활성화/비밀번호 재설정 

본 신청 진행을 위해, 고객님께서는 다음사항들이 필요하오니 먼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BIBPlus 그룹 ID 

- BIBPlus 이용자 ID  

- BIBPlus 서비스에 등록된 유효한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폰 번호  

- SecurePlus 접근매체 

이용자 활성화 신청의 경우, 만일 고객님께서 상기 항목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경우, 고객님께 

전달되어질 이용자 ID 통지서와 접근매체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이용자 ID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 ID 통지서에 명시된 안내사항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 재설정 또는 이용자 ID 잠금해제 신청의 경우, 고객님께서 UOB BIBPlus 서비스에서 유효한 

이메일 주소 및 휴대폰 번호를 유지하고 계신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신 경우, 

업데이트를 위해 고객님의 회사 관리자에게 확인하여 주십시오.  

 

다음의 약관 내용을 주의깊게 읽어주십시요.  

UOB 비지니스 인터넷 뱅킹 이용자 ID 자체-활성화 신청 

본인의 요청에 따라 은행이 UOB 비지니스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위한 본인의 이용자 ID 활성화와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사항을 동의하고 확인됩니다. 

a) 본인은 UOB 비지니스 인터넷 뱅킹 서비스 약관 (은행 

웹사이트 ”http://uobgroup.com/BIBPlus_OB_TC” 에서 확인가능함)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본인에게 

동 약관이 적용되며, UOB 비지니스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은 때때로 동 약관을 

개정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b) 본인은 본 신청이 이루어진 날짜 기준으로 은행에 제공된 모든 정보가 진실되고 정확한 내용임을 

확인합니다.  

c) 본인은 본 신청 접수 처리의 결과로서, 은행이 부담하거나 은행에 초래되거나 은행이 책임을 

져야할 모든 대가, 청구, 요구사항, 손실, 요금 및 비용에 대해 은행에 배상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UOB 비지니스 인터넷 뱅킹 이용자 ID 잠금해제 신청/비밀번호 재설정 신청 

본인의 요청에 따라 은행이 UOB 비지니스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위한 본인의 이용자 ID 잠금해제 및 

비밀번호 재설정과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사항을 동의하고 확인됩니다.  

http://uobgroup.com/BIBPlus_OB_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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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본인은 기존 또는 비활성화 된 비밀번호를 통해 체결된 거래에 대해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본인이 신규 비밀번호또는 재활성화된 비밀번호로 체결될 거래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b) 본인은 UOB 비지니스 인터넷 뱅킹 서비스 약관 (은행 

웹사이트 ”http://uobgroup.com/BIBPlus_OB_TC” 에서 확인가능함)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본인에게 

동 약관이 적용되며, UOB 비지니스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은 때때로 동 약관을 

개정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c) 본인은 본 신청이 이루어진 날짜 기준으로 은행에 제공된 모든 정보가 진실되고 정확한 내용임을 

확인합니다. 

d) 본인은 본 신청 접수 처리의 결과로서, 은행이 부담하거나 은행에 초래되거나 은행이 책임을 

져야할 모든 대가, 청구, 요구사항, 손실, 요금 및 비용에 대해 은행에 배상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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