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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의 금융활동을 TD에서 시작해 보세요.

Ⓡ

TD 로고 및 기타 상표는 Toronto-Dominion Bank의 자산입니다.

TD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TD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나 새로운 국가로 이주하게 되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됩니다. 고객님이 캐나다에서 새 삶을
시작하시면서 필요한 긴급하거나 미래의 뱅킹 활동을 언제나 TD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캐나다의 뱅킹에 참여하시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일상적인 뱅킹 상품 및 서비스

체킹 계좌

저축 계좌

	정규적인 일상 거래를 위한
계좌입니다.

	즉시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자금을
예치해 두는 계좌입니다.

	계좌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직불 카드(Debit Card)
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카드를
사용하여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오프라인, 온라인 매장
및 전 세계에서 구매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계좌에 접속하여
예금하거나, 인출 또는
이체하세요.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저축
계좌는 대부분 체킹 계좌 상품과
달리 인출에 제약이 있습니다.

	보통 체킹 계좌에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며 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신청이 필요한 담보
또는 무담보 대출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즉시
결제할 필요 없이 승인 한도
내에서 자금을 빌려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특전이나 보상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캐나다 뱅킹 용어
새로운 뱅킹 용어 및 서비스
투자 관련 용어
	정기예금(Guaranteed Investment Certificate: GIC)

보통 일정 기간 동안 미리 정해진 이자율로 이자를 지불하고 원금을 보장하는 예금 유형입니다.

	뮤추얼 펀드

보통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증권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펀드입니다.

저축 관련 용어


등록 학자금 저축 상품(Registered Education Saving Plan: RESP)

정부에 등록된 특별 저축 계좌로, 자녀의 교육을 위해 저축하고자 하는 부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등록 퇴직 연금 상품(RRSP)

정부에 등록된 특별 저축 상품입니다. RRSP에 적립한 금액은 소득세를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저축 예금(Tax Free Savings Account: TFSA)

정부에 등록된 예금으로 비과세되어 저축액이 늘어나므로, 최상의 단기 및 장기 저축 수단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예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td.com을 방문하세요.

TD의
뱅킹
서비스
방문 뱅킹
북미 전역에 걸친 광범위한 TD 지점 및 ATM 망을 통해 편리하고 쉽게 뱅킹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TD 지점

TD ATM

	청구서를 결제하거나, 미국 달러로 환전하거나 예금 및
인출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전역에 있는 Green Machine ATM을
이용하세요.

	지점에 들러 일상적인 뱅킹 서비스를 받거나 전문가와
상담 약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Green Machines 사용 시 ATM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TD ATM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액면의 지폐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5, $20, $50, $100

셀프 서비스 뱅킹
일상적인 뱅킹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안전한 디지털 뱅킹 도구를 활용하세요.

TD 앱

이지웹(EasyWeb)
온라인 뱅킹

	계좌 잔액, 거래 내역 및 TD
신용카드 계좌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안하고
편리하게 온라인 뱅킹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에 따라 TD 관련 이벤트
및 특별 제안 상품에 대한 뱅킹
서비스 팁 및 정보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거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TD Global Transfer1로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가족과
친구에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Interac e-Transfer®를
활용하여 빠르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청구서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1
	TD 지점, 투자 센터 또는 ATM
을 찾을 수EN
있습니다.

	TD Simply Save 및 사전
승인된 자금 이체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좌 잔액 및 온라인 명세서를
확인하고 계좌 간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계좌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표 보기가 가능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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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천 개
회사의 캐나다 청구서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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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앱 다운로드

이지웹(EasyWeb) 방문

EasyLine
전화 뱅킹 서비스
	TD VoicePrint를 사용하여
고객님의 신원을 확인해 주세요.
	빠른 자동화 서비스에 접속해
주세요.
	다양한 언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전화 뱅킹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연중무휴 서비스입니다.
	실시간 상담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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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국가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국가에 따라 송금 방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asyLine에 전화

TD의
뱅킹은 더할
나위없이
쉽습니다.
송금 및 수취

국내 송금
	Interac e-Transfer®를
사용하여 캐나다 전역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송금하고 수취할 수 있습니다.
	Interac e-Transfer®로
송금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지웹(EasyWeb) 및
TD App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국제 송금

13
	Western Union® 송금 : 200여 국가 및 지역으로 송금하고
EN
Western Union® 대리점에서 현금 수령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송금: TD 고객님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장터입니다.
SM

2

	국제 은행 간 이체: 전 세계 수취인의 은행 계좌로 직접 이체할 수
있습니다.
	Visa Direct 송금 서비스: 수취인의 Visa Direct 직불 카드, Visa
신용카드 또는 재충전 가능한 선불 Visa 카드3
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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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신환 이체: 캐나다 및 전 세계의 TD 지점을 통해 TD
계좌로 송금하고 수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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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보기

2
3

Western Union 대리점에서 수취인은 다른 방식으로 송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Visa 신용카드, 직불 카드 및 재충전 가능 선불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국가 및 금융 기관에서는 현지 규제 또는 기타 제한을 이유로 해당 거래를 수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충전 가능한
청소년 선불 카드, 정부 지불 카드 및 Visa 여행 카드 등과 같은 재충전 가능한 특정 선불 상품의 경우 Visa Direct 송금 수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

직접 이체
고용주나 정부가 지급한 금액은
고객님의 은행 계좌로 직접 이체될 수
있습니다.

지점 및 ATM

모바일 수표 입금4

	직접 방문하여 고객님의 TD 계좌에
입금하세요.

	TD 앱을 사용하여 사진을 찍어
수표를 입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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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자산 보호

예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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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사기 알림5
TD 신용카드 또는 직불 카드의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지하게 되면
문자 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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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MySpen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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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을 추적하고, 다양한 저축
목표를 세우며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통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TD MySpend 앱 다운로드

청구서 결제
https://www.tdcanadatrust.com/products-services/banking/electronic-banking/mobile/tdmyspend.jsp?click=tdct:p:footer:en

자동 이체(Pre-Authorized
Debit: PAD)
청구서를 적시에 결제할 수 있도록
자동 결제를 설정하세요.

온라인 청구서 결제
 D 앱 또는 이지웹(EasyWeb)을
T
통해 온라인으로 청구서를 결제하세요.

지점 및 ATM
	
지점이나 ATM을 방문하여
결제하세요. EasyLine 전화 뱅킹을
사용하여 전화로 청구서를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나다 금융 기관에서 발행된 수표여야 합니다. 캐나다 통화 표시 수표는 유효한 캐나다 달러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미국 통화 표시 수표는 유효한 미국 달러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캐
고객님은 TD에 등록된 휴대 전화 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변경 사항을 통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지하게 되면 즉시 TD 사기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그러나, 기술 장애, 서비스 중단, 다수의 제삼자
개입과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문자 메시지 수신이 지연되거나 차단될 수 있습니다. TD 사기 알림 문자 메시지는 TD 고객 프로필에 캐나다 휴대 전화 번호와 캐나다 우편 주소가 있는 고객님에게만 전송됩니다.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지하였을 때 등록된 휴대 전화 번호가 활성 상태가 아니거나 이동 통신망에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도 문자 메시지 수신이 지연되거나 차단될 수 있습니다.
6
TD 앱과 TD MySpend 앱은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 이동 통신사 메시지 및 데이터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5

유용하고 추가 수수료 방지를 위한 간단한 팁

1

ATM
수수료

4

기능
및 특전

7

NSF
수수료

TD ATM이 아닌 곳에서 인출할 때
ATM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TD ATM을 사용하세요.

 인 또는 무료 기능을 제공할
할
수 있는 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찾아보세요.

계좌에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불 카드를 사용하거나,
수표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자금 부족(Nonsufficient funds: NSF)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Interac
e-Transfer®

5

수수료
면제

8

초과인출 보호
프로그램

수표 대신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송금하고 수취하세요. 수표
발행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월 최소 요구 잔액을 숙지하고
유지하면 월 발생 계좌 수수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발생하는 부족분을
충당하고 체킹 계좌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NSF 수수료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 신청과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3

보상

6

거래 한도
수수료

9

재무 상태
점검

구매 시 여행 또는 캐시백 보상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선택하세요.

계좌마다 거래 한도가 다릅니다.
고객님 계좌 상품의 한도를 지키면
해당 수수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향후 6개월 이내에 다시
방문하셔서 개인 재무상태 점검
후 필요한 상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TD는 언제나 고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캐나다 뱅킹의 모든 측면을 이해하는 데 TD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중요한 순간마다 TD의 지원과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조언과 디지털 도구를 통해 TD는 언제나 꼭
필요한 존재로 고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보내는 처음 몇 달 동안 하셔야 할 일
신용점수 및 이력 구축

300

900

신용점수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방법

신용점수란 무엇일까요?
신용점수란 적시에 대출하고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기록입니다. 캐나다에 새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고객님의 신용 이력을 즉시 구축하고 평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을 쌓는 좋은 방법은 신용카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를 규칙적으로 사용하고 매달
결제하면 신용 이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필요에 맞는 신용카드를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발행되면 다음 사항을 기억하세요.

좋은 신용점수가 중요한 이유



항시 적시 결제



신용 한도 초과 방지

	결제 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TD에
문의하세요.

좋은 신용 등급은 인터넷, 휴대폰 요금제, 주택 구입
또는 임대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무 상태 목표 설정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세요.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3~6
개월분의 기본
생활비를 저축해 놓을
것을 권장합니다.

 전 승인된 이체를
사
고객님의 저축
계좌로 설정하여
자동으로 저축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세요.

저축액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투자 상품을
선택하세요.

캐나다에서 보내는 처음 몇 년 동안 하셔야 할 일

자동차 구매

주택 구매

교통 수단으로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것이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고객님의 예산에 맞게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TD가 자동차 대출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한 저축
등록 학자금 저축 상품(RESP)
은 자녀의 고등 교육을 위한
저축에 도움이 되는 정부에 등록된
상품입니다.

투자 및 트레이드
TD 다이렉트 투자(TD Direct
Investing)를 통해 트레이드 플랫폼,
온라인 도구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캐나다에 신용 이력이 없더라도 고객님이
영주권자이거나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이고 캐나다에 5년
이하로 거주한 경우 모기지 적격자일 수도 있습니다.

창업
소규모 사업체 뱅킹과 관련하여
고객님이 필요한 조언을 충분히
얻고 활용도 높은 뱅킹 솔루션을
이용하세요.

포트폴리오 관리
TD 웰스(TD Wealth)를 통해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고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td.com을 방문하세요.

유학생
TD는 일상적인 뱅킹부터 송금,
신용카드 및 고객님의 교육 대출에
이르기까지 지원합니다.

퇴직 준비 저축
 록 퇴직 연금 상품(RRSP)은
등
편안한 은퇴 생활을 위한 세제 혜택
상품입니다.

귀하의 재무
건전성에
집중하세요.
다음은 캐나다에서 견고한 재무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간단한
지침입니다.

계획

저축

지출

대출

미래를
계획하세요.

비상금을
마련하세요.

수입보다 적게
지출하도록 목표를
세우세요.

너무 많은
빚을 지지 마세요.

TD 전문가와
정기적으로 상담하세요.

충분한 장기 저축이나
자산을 가지도록
하세요.

적시 청구서를
결제하세요.

높은 신용점수를
유지하세요.

질문이 있으신가요?

즉시 1-866-222-3456으로 전화하세요.
1-800-361-1180으로 문자를 전송(TTY)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td.com을 방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