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1.4% !!!
우대금리 저축예금이란?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이자율의 요구불예금입니다

우대금리 저축예금의 이자율은 얼마나 되나요?


현재 년리 1.40% 입니다

아무 때나 입금하거나 출금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달에 2 회이상 출금할 경우 출금 건당 $5 불의 추가인출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자는 언제 지급되나요?


매일 잔액에 대하여 계산된 이자를 매월 말일에 지급합니다

최소예금액 또는 최대 예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최소 예금액에 대한 제한은 현재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지 않으며,
최대예금액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습니다.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과 비교할 때 어떤 점이 다른가요?
우대금리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자율

1.40%

1.85% ~ 2.05% (1 년)

1.95% (1 년)

약정기간

없음

6 개월 이상

6 개월 ~ 5 년

최저예금액

$1 이상

$5,000

$1,000

1) 적금은

최고예금액

없음

없음

$50,000

약정액 기준

매월 지급

만기 지급

만기 일시지급

중도해지이자율

1.40%

0.10%

없음

예금인출시기

수시

만기 지급

만기 지급

이자지급

비고

1)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은 약정기간이 길수록, 예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용조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대금리 저축예금은 어떤분들에게 유리할까요?


새로 비지니스를 찾거나 투자처를 찾고 계시는 분과 같이 언제 사용될지 확실하지 않는 자금을
가지고 계시는 분에게 가장 적합한 예금입니다.



유학생과 같이 일년에 몇번씩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송금받아 사용하시는 분께도 유용한
예금입니다



어린 학생이 처음으로 은행거래를 시작하는 데에도 적당합니다. 매월 작은 금액이지만 이자가
붙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여유자금을 부담없이 저축하기에도 적합한 예금입니다

예금가입 및 인출은 위하여 반드시 조합에 나가야 하나요?


예금을 개설하기 위하여 한번은 조합에 나오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I‐Banking Service 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조합에 나오시지 않고도 예금 및 인출이 가능합니다



I‐Banking Service 에 대해서는 조합 홈페이지 www.kcccu.ca 를 참조하시거나 신용조합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금 개설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미 조합원인 분들은 별도로 준비하실 서류가 없습니다. 그냥 조합에 오셔서 우대금리 저축예금을
개설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시고 신청서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만일 I‐Banking Service 를 통하여 다른 은행에 있는 본인 명의 예금계좌와 서로 자금을 주고 받고
싶다면 그 예금계좌의 VOID CHEQUE 를 제출하시고 I‐Banking Service 신청서에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아직 저희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분들은 먼저 조합원 가입절차를 밟은 후 우대금리 저축예금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기위하여는 ID (운전 면허증, SIN 카드, 시민권카드,
영주권카드, 여권 중 두가지)와 조합주식 구입대금 $100 불이 필요합니다. 조합주식 구입대금은
조합원을 탈퇴할 때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