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BAKO의 자금세탁방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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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ML & .2, 개요
§ .2, (.now 2our ,ustomer, I객확인 제도)은 B-BA.1&com 을 이용하는 회원의 자O이 자O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참여자 확인 w 검증과 전송한 지C의 실 소유주B 맞는지 등을

& co

확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AML (Anti MoneA L3undering, 자O세탁방지제도)는 범죄수익 규제법에 의한 자O세탁의 범죄화,
특정O융정보법에 의한 의심스g운 거래 보I 제도, I액 현O거래 보I 제도, I객확인 제도로
L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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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L & .2, 정책

§ (주)비트베이코n아는 AML (Anti MoneA L3undering)을 준수하기 위하여
- 자O세탁에 K련된 사e이나 조직과 사업적 K계를 맺지 않습니다&
- 자O세탁에 K련된 사e이나 조직의 활동을 지원하는 거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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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O세탁에 K련된 사e이나 조직의 활동과 K계된 거래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AML & .2, 절차

§ (주)비트베이코n아는 .2,(.now 2our ,ustomer) 준수를 위하여 B-BA.1&com을 이용하는 회원의
• 이m,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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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 연d처(휴Y폰 y호, 이r일 등)
• 본인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M, 운전t허증 등) 사본과 신분 등을 aI 찍은 사진을
확인합니다&

§ (주)비트베이코n아는 AML(Anti MoneA L3undering) 준수를 위하여 B-BA.1&com을 이용하는 회원의
• .2, 인증 한 회원이 은행, 예O주, 계좌 y호 등
• B-BA.1&com 서비스 이용 시 AML 절차를 준수한 회원의 계좌를 지정하여 등록된 해당 계좌로o
입출O 서비스B B능
§ (주)비트베이코n아는 .2,(.now 2our ,ustomer)에 참여한 회원의 개인정보, 사진 등을 저장합니다&
해당 개인정보 데이터는 .2, w AML 의u를 충실히 이행될 c까지 보존될 예정이s, K련 법i기K 혹은
O융기K의 요청이 있을 시 해당 기K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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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L & 16C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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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o트베이코c아는 16C (1now 6oC@ CCABom:@)와 -ML (-nBi Mon:y LaCnd:@ing)을 준s하기

.-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금r탁g지 책임자a 지정하여 운영한다.
- 이름 : w 재. i

- 직책 : 자금r탁g지 책임자
- 전화번호 : &(44-&84)

- 이e일 : C5@.I.-14.8om

.I

- 담당m서 : 운영Oc본m

(. L객활동 모니터d

§ 의wI래a 차Y하기 위해 I래데이터a n석하는 모니터d을 실u합니다.
- 의wI래는 O련 당국과 기Oy L객정보와 함S I래내역을 제M합니다.
- 필요한 서류나 추가정보a L객y게 요청할 s 있t니다.
- 회원의 K정을 차Y하I나 탈퇴처c 할 s 있t니다.

본 정책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회사의 재량에 의하여 사전 고지없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비트베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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