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ober 19, 2018
Dear Valued Customer,
We are excited to inform you that KEB Hana Bank USA’s Fort Lee branch will be relocating to our stateof-the-art new facility at 201 Main Street, Fort Lee, NJ 07024 (on the corner of Lemoine Avenue and
Main Street), just one block east from the current location.
The current location at 2024 Center Avenue will permanently close at 3:00 PM on Friday, November 16,
2018. Your accounts currently maintained at this branch will automatically be transferred to our new
branch at 201 Main Street. This new location will open on Monday, November 19, 2018. No action is
required on your part, and you will continue to have uninterrupted access to your accounts and all
banking services.
New Fort Lee Branch
201 Main Street
Fort Lee, NJ 07024
(201) 592-7474
Business Hours
Monday through Friday: 8:30 am – 5:00 pm
Saturday: 9:00 am – 1:00 pm
The new full-service branch location will continue to offer all the same great products and services you
have received, including safe deposit boxes and a greater banking experience. This new branch features
our Universal Banker model that combines our highly skilled staff with our advanced ATM technology to
deliver a unique banking experience. The new branch is conveniently located right next to the Fort Lee
Municipal Parking Lot.
We are committed to ensuring a smooth transition for you and all our customers. Please continue to
bank with us as you do today and if you have any questions, call us at 201.592.7306 or stop by the
branch to speak with any of our branch staff.
As a member of the Hana Financial Group, we look forward to serving all your financial needs in our
global community for years to come.
Sincerely,

John W. Campbell
President and CEO/Chairman of the Board

October 19, 2018
포트리지점 이전과 관련하여 고객 분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KEB Hana Bank USA 포트리 지점이 201 Main Street, Fort Lee, NJ 07024 에 위치한 신축 건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오픈할 지점은 현 지점에서 한 블럭 떨어진 Lemoine Ave 와 Main
Street 코너에 위치하여 고객 분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 Center Avenue 에 위치한 현 지점은 11 월 16 일 (금) 3:00 PM 에 폐점할 예정입니다. 고객분들의
모든 계좌는 201 Main Street 에 위치한 신규지점으로 자동으로 인계되어 별다른 불편 없이 신규
지점에서 바로 거래 가능합니다. 신규지점은 11 월 19 일 (월)에 오픈할 예정이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은행계좌를 비롯한 모든 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New Fort Lee Branch
201 Main Street
Fort Lee, NJ 07024
(201) 592-7474
Business Hours
Monday through Friday: 8:30 am – 5:00 pm
Saturday: 9:00 am – 1:00 pm
신규 지점에서도 Safe Deposit Box 를 비롯하여 더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숙련된 직원과 최신 기술을 결합한 은행 서비스로 Universal Banker 모델을 구현 할 것입니다. 또한
포트리 공영 주차장이 인접해 있어 고객 여러분들이 더욱 편리하게 지점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점 이전이 원할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점 이전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201.582.7306 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지점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하나금융그룹의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John W. Campbell
President and CEO/Chairman of the Boa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