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로 이주하십니까 ?
많은 호주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은행을 선택하십시오.

목차
호주 커먼웰스 은행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의
고객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3

국제 서비스와 국내 전문가

3

호주 도착 전에 미리 은행 관련 업무를 처리해 두십시오

4

호주 도착 후 이용 가능한 최고의 옵션들

5

계좌별 특성, 수수료, 옵션 비교

6

수수료가 절약되는 학생 계좌

7

호주에 도착하기 전에 호주 은행 계좌를 개설하십시오

8

7 가지 간편한 계좌 이용 방법

9

신규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법

10

신용 카드와 개인 대출

11

주택 대출

13

연락처

14

주의사항: 본 안내책자에 포함된 정보는 귀하의 목적이나 재정 상황, 필요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당 정보에 따라
행동을 취하시기 전에 본인의 상항에 적함한 지를 머저 고려하셔야만 합니다. 본 책자에 실린 내용응 2010년 10월 4일 을
기준으로 유효하며,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액세스 (smart access), 컴플리트 앳세스 (complete access)
계좌와 골 세이버 (GoalSaver)계좌, 전자 금융 서비스, 현금 투자 계좌에 대한 약관에 관한 정보는 전화 132221 번 (하루 24
시간, 연중 무휴) 이나 본 은행의 모든 지점을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편한 사황이 있으시면 전화 132221 번을
통해 본 은행의 분쟁 해결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봉급과 실적 수당 (해당하는 겨우) 으로 보수를
받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 발해된 호주 커먼웰스 은행의 재무보고서와 연례 보고서 그리고 재정상황
및 리스크관련 자료는 www.commbank.com.au/shareholders 에서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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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커먼웰스 은행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의 고객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호주 커먼웰스 은행은 호주의 선두 금융 기관입니다.
저희 은행은 2010년에 머니 매거진(Money Magazine’s)에서‘올해의 은행’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산을 저희 은행에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은행에서는 일상적인 금융 서비스에서부터 사업 및 기관 금융, 펀드 관리, 투자,
퇴직연금, 보험, 중계 서비스 등에 이르기 까지 수상 경력에 빛나는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들을 모두 한 곳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호주에 도착하시면 가장 많은
저희 은행의 현금 자동 인출기 (ATM)와 1,000여 개 지점망을 통해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은행에 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웹사이트, www.commbank.com.au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서비스와 국내 전문가
낯선 나라로 이민을 오는 일은 설레는만큼 부담스럽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꼭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출국하시기 전에 가능한 간편하게 미리 호주에서의 은행 관련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 저희 은행의 목표입니다.
저희 은행에서는 귀하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 고객 서비스팀 (ICS)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이 개인이든, 가족이든, 유학생이든, 사업체 이전을 하고자 하는 분이든 모두 저희
은행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은행 구좌 개설과 자금 이체 등의 복잡한 일을 입국하시기 전에 미리 저희 은행에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고객께서는 호주에 도착하신 후 지정된 지점어 방문하여 자신의 자금에 대한
권리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희 은행의 국제 고객 서비스팀은 일상적인 거래 계좌에서부터
예금 계좌, 신용 카드, 개인 대출 및 주택 대출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모든 재정 업무를
지원해 드립니다.
고객 편의를 위해 저희 은행에서는 고객의 필요에 따라서 영어, 중국어, 광동어, 인도네시아
바하사어, 힌디어, 우르두어, 피지 힌디어, 한국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언어 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란을 참조하셔서 저희 은행의 국제 고객 서비스팀과 오늘 바로 상담하십시오.

당신의 신분 및 검증 정보

ics@cba.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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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도착 전에 미리 은행 관련 업무를 처리해 두십시오.
고객 여러분이 가능한 편리하게 호주로 오실 수 있도록 저희 은행에서는 고객께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미리 필요한 은행 관련 업무의 일정부분을 처리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veryday Account
커먼웰스 은행의 Everyday 계좌를 이용하시면 일상적인 모든 은행 업무를 한 계좌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액세스 옵션을 이용하실 수 있고, 직불 마스터 카드와 키카드
중 선택하실 수 있으며 호주 최대 금융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컴플리트 액세스 (Complete Access*) 계좌 특전:
■■

계좌 이용법 선택 가능.

■■

 먼웰스 은행 현금 지급기(ATM)와 인터넷 넷뱅크, 호주 내 EFTPOS 거래, 지점 및 대리점
커
인출, 상담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폰뱅킹과 수표 처리 등을 통해 낮은 월 계좌 이용
수수료로 무제한 (Unlimited*) 거래 가능.

스마트 액세스 (Smart Access) 계좌 특전:
■■

커먼웰스 은행 현금 지급기 (ATM)와 자율 폰 뱅킹, 인터넷 뱅킹 (NetBank), 호주 내
EFTPOS 거래 등을 통해 낮은 월 계좌 수수료로 무제한 (Unlimited*) 거래 가능.

Goal Saver골 세이버
골 세이버 (GoalSaver) 는 고객 여러분의 목표한 에금을 빠르게 도달할수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이것은 호주에서 좋은 새 생명은 얻을 수있는 아상적인 시작입니다 .

골 세이버 특전:
■■

1개월 간 최소 200불 이상을 임금을 하고 1번 이상 인출은 하지 않는 경우 보너스 이자 지급.

■■

월 수수료 면제

■■

고객분게서 빨리 저축을 정기적으로 계획을 설정하는 옵션.

■■

전화 또는 지점에서 돈을 온라인으로 쉽게 접근 할 수있습니다.
또한 BPAY ®, 국제 자금 이체 또는 은행 수표로 지불을 할 수 있습니다.

현금 투자 계좌 (Cash Investment Account)
뭉칫돈을 잠시 예치해 두고자 하는 경우에 적합한 상품으로 인출이 자유로우며,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금 투자 계좌 특전:
■■

안전하고 위험도가 낮은 투자.

■■

10,000달러 이상의 예금액에 대해 경쟁력있는 이자율 보장.

■■

잔액에 대해 매일 이자를 산정하여 월초 첫 영업일에 계좌에 입금.

■■

 TMs, EFTPOS, NetBank, 폰뱅킹, 또는 수표를 통해 고객이 원할 때 언제든지 예금액 즉시
A
이용 가능.

* 단, 모든 해외 ATM 사용과 해외 EFTPOS 거래, 제 삼자에 대한 단체 지급금 이체, 국제 자금 이체 및 은행 수표,
타 은행에 대한 정기 지급과 이체/예금과 같은 별도의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스마트 액세스도 지점 내 인출과
수표 발행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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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계좌:
호주에 입국하신 후에는 다른 예금 및 투자 계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경우 먼저
개설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호주 도착 후 이용 가능한 최고의 옵션들.
호주에 도착하여 정착하신 후에는 저희 은행의 친절한 직원들에게 은행 업무 간소화 방안과
최선의 자금 활용 방안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좋은 방안들을 아래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불 마스터카드 (Debit MasterCard®)
직불 마스터카드를 이용하시면 마스터카드가 사용 가능한 모든 곳에서 본인의 예금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예금으로 구매와 지불을
할 수 있습니다.

직불 마스터카드의 특전
어디에서나 본인의 예금액 이용 가능 - 전 세계 3천만 개 이상의 매장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세계

■■ 보안

칩 기술 - 저희는 직불 마스터카드에‘보안 칩’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안전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고객의 칩 카드는 마그네틱 카드에 내장된 혜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칩을 내장하여 카드의 세부 내용을 불법 복제하기가 더 어렵게
만들어 카드의 보안성을 향상시켰습니다.

페이패스 - 페이패스는 서명이나 PIN을 제공하지 않고도 가맹점에서 100 달러
이하의 구매를 할 수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카드를 페이패스 인식기에‘가볍게 대고’
난 후 푸른색 신호등이 들어오면‘통과’하시면 됩니다.

■■ 마스터카드

■■ 유연성

- 직불 마스터카드를 이용하시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예금으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넷뱅크 세이버 계좌 (NetBank Saver Account)
저희 은행의 넷뱅크 세이버 계좌는 고금리 온라인 예금 계좌로서, 고객의 예금 목표를 보다
빨리 달성해 드립니다. Everyday 계좌* 와도 연계되어 있어 예금 이용이 간편합니다.

넷뱅크 세이버 특전:
■■

경쟁력 있는 금리.

■■

은행 수수료 면제#.

■■

매일 금리 산정.

■■

 각적인 자금 이체 - 예금을 커먼웰스 은행의 Everyday 계좌로 이체시키기만 하면
즉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현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24시간 예금 이용 - 폰뱅킹이나 인터넷 뱅킹 (넷뱅크)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예금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넷뱅크 세이버 계좌에서 입출금 이체를 하려면 Everyday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
넷뱅크 세이버 계좌 이용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연계 계좌에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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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별 특성, 수수료, 옵션 비교.
Everyday 계좌
골 세이버
GoalSaver

현금 투자 계좌
Cash Investment
Account

$6

$0

$5

커먼웰스 은행
매월 전자 인출
무제한«

커먼웰스 은행
매월 전자 및
지점 내 인출
무제한«

전화 또는
지점에서 돈을
온라인으로
쉽게 접근 할
수있습니다. 또한
BPAY , 국제
자금 이체 또는
은행 수표로
지불을 할 수
있습니다.

매월 최대 5회
전자 및 지점 내
인출 (지점 내
인출 최대 2회,
넷뱅크 서비스
수수료 제외).

최소개설한도액

없음

없음

없음

$10,000

이자 지급

분기별

분기별

분기별

분기별

명세서 발급

분기별

분기별

분기별

월별

스마트 액세스

컴플리트 액세스

(Smart Access)

(Complete Access)

계좌

계좌

월 계좌 수수료**

$4

거래 옵션

계좌는 1인 명의나 다른 사람과 공동 명의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Everyday 계좌에 대해 수수료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음 중 어느 조건이라도 만족하시는 경우라면 월 계좌 수수료를 면제 해드립니다:
■■

21 세 미만

■■

2010년 6월 1일과 그 이후에 계좌를 개설하고 매달 적어도 2000달러를 예금할 경우

■■

적용 대상이 되는 계좌들에 관련하여 잔액(Relationship Balance)이 50,000달러 이상이
되는 경우.

■■

호주에서 학업 중이거나 견습 중인 경우에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 월 계좌 수수료 - 매월 첫 영업일에 지난 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금융 상품 수수료 및 요금에 대한 전체 정보는
www.commbank.com.au에서 확인하시거나 전화 +61 13 2221번으로 약관을 요청하여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은행의 모든 지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모든 해외 ATM 사용과 해외 EFTPOS 거래, 제 삼자에 대한 단체 지급금 이체, 국제 자금 이체 및 은행 수표, 타
은행에 대한 정기 지급과 이체/예금과 같은 별도의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스마트 액세스도 지점 내 인출과 수표 발행은
제외됩니다.
^ 계좌를 개설할 때 정기 예금 계획을 세우시면 개설에 필요한 금액을 100달러에서 1달러로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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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가 절약되는 학생 계좌.
은행 수수료는 아무도 부담하고 싶지 않겠지만, 학생의 경우 특히 더 그럴 것입니다. 학생
옵션이 적용되는 Everyday 계좌를 신청하시면 수수료를 크게 절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은행은 다른 은행들에 비해 많은 대학 캠퍼스 내 지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욱
간편한 점은 호주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학생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veryday 계좌 학생 옵션
■■

저희 은행 네트워크 내 월 계좌 및 인출 수수료* 면제 혜택으로 인해 풀타임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수수료 없이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ATM 카드, 넷뱅크, 폰뱅킹으로 본인 예금 24시간 이용 가능.

■■

전세계 ATM 및 EFTPOS망 이용 가능.

신용 카드**
■■

연회비 면제.

■■

최고 55일까지 무이자 구매 가능.

■■

커먼웰스 어워드 (Commonwealth Awards)에 조건부 가입.

■■

신규 가입자 신용 한도 400달러부터 시작.

학생 옵션을 적용 받으려면 호주에 도착한 후 지정된 커먼웰스 은행 지점을 방문,
등록허가서나 학생증을 제시하여 학생 신분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해외 현금 자동 인출기를 사용하거나, 해외 EFTPOS 거래, 환전이 포함된 거래를 할 경우 액세스 수수료가 적용될
것입니다.
** 신용 카드를 신청하려면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금융 신청은 은행의 정식 신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적용 조건은 신용 카드 가입 안내서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수수료와 요금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ics@cba.com.au

www.commbank.com.au/movingto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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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도착하기 전에 호주 은행 계좌를
개설하십시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www.commbank.com.au/movingtoaustralia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학생인 경우 학생 옵션이 있는 Everyday 계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저희 은행의 국제 고객 서비스팀에 연락하십시오.
저희 은행 국제 고객 서비스 팀에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연락하시면 (연락처 란 참조) 신청
요건을 알려 드리고, 문의 사항에 대해 답변해 드립니다.

신청 절차
1단계

본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은행 거래나 예금 계좌를 선택하십시오.

2단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저희 국제 고객 서비스팀에 연락하십시오.

3단계

은행에서 고객의 계좌를 개설하고 영업일 기준 2일 내로 고객의 ATM 카드를
미리 주문해 놓을 것입니다.
주의사항: 학생 계좌의 ATM 카드는 고객이 호주에 도착한 후 주문합니다.

4단계

은행에서 고객의 신규 계좌 세부 사항과 호주 도착 시 해야 할 일, 한국
출국 전 새 계좌로의 자금 이체를 위해 필요한 일 등에 대해 고객께 자세히
알려 드릴 것입니다. 고객의 신규 계좌와 관련한 기타 요청에 관해서도
도움을 드립니다.

5단계

호주에 도착하면 지정된 지점을 찾아 다음의 조치를 취하십시오.
■■
■■

■■
■■

신원 증명 자료를 제시하십시오 (여권을 제시하면 됩니다).
은행 서비스와 본인의 예금을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계좌를
활성화시키십시오.
본인의 직불 마스터카드를 찾아 가십시오.
주소지를 호주 주소로 바꾸어 놓지 않은 경우, 주소지를 변경하십시오.

학생의 경우
■■

직불 마스터카드를 주문하십시오.

■■

학생 옵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신분 증명서를 제시하십시오.

주의사항: 공동 명의 계좌의 경우 신청인 모두가 신원 증명을 해야 계좌가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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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지 간편한 계좌 이용 방법.
전자 은행 거래의 급속한 확대로 인해 은행 계좌 이용 및 거래 방식이 다양해졌습니다.
현금 자동 지급기
(ATMs)

본인의 은행 계좌 명의로 발급된 ATM 카드를 사용하여 ATMs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ATM 카드는 개인 식별 번호 (PIN)로 보안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ATM 이용 시 지시에 따라 그 번호를 입력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ATM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
■■
■■

계좌 잔고 확인
최근 거래 내역 확인
본인의 연계 계좌 간 자금 이체
개인 식별 번호 (PIN) 변경
일부 ATMs은 현금과 수표를 본인 계좌에 입금할 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FTPOS

본인의 ATM 카드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매장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호주 전역에 550,000 대 이상의 EFTPOS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Maestro, Cirrus
와 Visa/ Plus

Maestro는 국제 EFTPOS 시스템이며, Cirrus와 Visa Plus는 국제 ATM
네트워크입니다. 커먼웰스 은행의 ATM 카드와 비밀 번호를 이용하여 물품
및 서비스 구매, 현금 인출, 잔액 확인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Maestro나
Cirrus, Visa Plus 로고만 찾으시면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폰뱅킹

버턴식 전화나 VoIP를 이용하여 공과금 납부, 계좌 확인, 연계 계좌로 자금
이체, ATM 카드나 신용 카드 활성화, 비밀번호 변경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폰뱅킹에 관한 문의는 (+61) 132 221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넷뱅크-온라인
뱅킹

넷뱅크는 커먼웰스 은행의 온라인 뱅킹 시스템입니다. 넷뱅크를 이용하시면
신속하면서도 비용 효율적으로, 간편하면서도 안전하게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온라인 거래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넷뱅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
■■
■■
■■
■■
■■

본인 계좌 조회 및 확인
최근 거래 내역 조회
본인 계좌 간 또는 제 삼자에게 자금 이체
공과금 납부
국제 자금 이체 (IMTs)
지정 계좌로부터 자동 납부 설정.

Bpay 와
Bpay View™

대부분의 공과금은 전화나 넷뱅크를 통해 Bpay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Bpay View를 이용하면 일부 공과금 청구서를 우편 대신 전자식으로 받아
열람할 수 있으며 넷뱅크를 통해 해당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점 서비스

아직까지도 은행에 직접 와서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점에 찾아 가 직원의 도움을 받아 거래를 하고,
금융 상품을 신청하고 정보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점 내
거래에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TM은 Bpay Pty Ltd ABN 69 079 137 518 사업자 등록 상표임.

ics@cba.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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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법.
해외로부터 돈을 받을 때에는 본인의 커먼웰스 은행 계좌로 바로 이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간편합니다.

국제 자금 이체 (IMT) 주선
본인의 커먼웰스 은행 계좌로 국제 자금 이체 (IMT)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거래하고 있는
해외 은행에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

SWIFT 번호:

■■ 수취

은행명 (Bank):

■■ 수취인명
■■ 지점명

(Beneficiary Name):

(Branch Name):

코드
(Bank/State/Branch Code):

CTBAAU2S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여권 상에 기재된 본인의 이름
국제 고객 서비스팀 (ICS)이 계좌 개설 당시 제공.

■■ 은행/주/지점

■■ 계좌

번호 (Account Number):

국제 고객 서비스팀 (ICS)이 계좌 개설 당시 제공.
국제 고객 서비스팀 (ICS)이 계좌 개설 당시 제공.

미국과 캐나다로부터의 자금 이체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자금을 이체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 대리

은행 (Agent Bank):

Bank of New York

■■

ABA:

021 0000 18 001

■■

SWIFT Address:

IRVTUS3N

커먼웰스 은행 계좌로 이체 입금된 모든 자금에 대해서 수취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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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카드와 개인 대출.
호주 입국 후 임대료나 수업료를 납부해야 한다거나 자동차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
커먼웰스의 우선 심사 신용 카드나 개인 대출을 이용하시면 훨씬 편리합니다.
커먼웰스 은행은 다음 자격 요건을 만족시키는 신규 이주 고객을 대상으로 최저 신용
한도액이 1,000달러인 우선 심사 마스터카드를 발급해 드리고 있으며 우선 심사 개인
대출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
■■

호주 내 고용 확인

■■

호주 내 연봉 50,000달러 이상 확인

■■

최소한 6백달러 예금돼 커먼웰스 은행 거래 계좌

개인 대출에 대한 추가 자격 요건
■■

457 비자 소지

■■

적절한 액수의 잔고를 유지한 커먼웰스 은행 거래 계좌

■■

월급이 입금돼 커먼웰스 은행 거래 계좌

주의사항: 대출금은 첫 임금 지급금이 거래 계좌에 입금된 후에 지급됩니다. 대출 만기일은 비자 만기일 기준 최소 6개월
전입니다.

신용 카드 옵션
신용 카드 유형

최저 한도액

커먼웰스 어워즈
Commonwealth Awards

연회비

골드 신용 카드

$4,000

해당

$1441 또는 $1141

기본형 신용 카드
Standard Awards Credit Card

$1,000

해당

$591 또는 $891

절약형 골드 신용 카드
Low Rate Gold Credit Card

$4,000

해당안됨

$901 또는 $1201

절약형 신용 카드
Low Rate Credit Card

$1,000

해당안됨

$481 또는 $781

연회비 절약형 골드 신용 카드
Low Fee Gold Credit Card

$4,000

해당안됨

$02 또는 $902

연회비 절약형 신용 카드
Low Fee Credit Card

$1,000

해당안됨

$02 또는 $242

주의사항:
1 신규 신용 카드를 신청할 시점에 적정한 커먼웬스 은행 계좌나 대출이 있으면 더 낮은 연회비가 적용됩니다.
2 절약형 신용 카드를 신청하는 시점에 적정한 커먼웰스 은행 계좌나 대출이 있는 경우 첫 해에 한해, 그리고 후속
년도에 연간 최소한 1,000달러를 지출할 경우 (구매와 현금 선지급으로만 지출) 연회비가 면제될 것입니다.
3 주의사항: 대출금은 첫 임금 지급금이 거래 계좌에 입금된 후에 지급됩니다. 대출 만기일은 비자 만기일 기준 최소 6

ics@cba.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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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전입니다.

신청 방법
저희 은행 국제 고객 서비스 (ICS)팀에 연락하시면 대출 상품 소개와 아울러 신청서를 보내
드릴 것입니다. 아래 신청 서류를 작성하신 후 팩스나 이메일로 국제 고객 서비스팀으로
보내 주십시오.

신청 서류:
■■

작성된 신청서

■■

비자와 여권 (뉴질랜드 여권 소지자는 비자 제출 면제)

■■

고용 확인서 (임금과 고용 기간 명시)

■■

기존 부채의 증거

■■

커먼웰스 은행의 일상 거래 계좌 개설 증빙 자료.

우선 개인 대출 신청에 필요한 추가 서류:
■■

457 비자 스티커가 부착된 여권

위 서류를 팩스 +61 2 9151 8399번이나 이메일 ics@cba.com.au로 보내 주십시오.

신용 카드나 개인 대출을 신청하려면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금융 신청은 은행의 정식 신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대출 상품 안내서에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수수료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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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대출.
커먼웰스 은행의 주택 대출을 이용하여 호주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세요
저희 은행에서는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주택 대출 옵션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
18세 이상이며 다음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라면 커먼웰스 은행 주택 대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수입 증빙 자료 제시, 과 부채 기존

■■

호주 내 부동산 구매로 인해 발생하는 법무 비용 및 정부세금을 부담하기에 충분한 자금
확보 증빙 자료 제시 (타 금융기관의 예금 및 대출금)

■■

충분한 신원 증명 자료 제시. 일부 경우 기타 세부 사항을 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호주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호주 내 주거용 부동산 구매를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심사
위원회 (FIRB)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상세한 정보는 해당 위원회의 웹사이트 www.firb.gov.au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호주 입국 후 13 2224번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시거나(하루 24시간 연중무휴), 커먼웰스 은행
지점을 방문해 면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호주에 오시기 전에 면담을 하시고 싶으면 저희 국제 고객 서비스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란에서 연락 번호를 확인하십시오).

금융 신청은 은행의 정식 신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출 상품 설명서에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으며, 수수료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cs@cba.com.au

www.commbank.com.au/movingto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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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편리한 시간에 저희 국제 고객 서비스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발신 국가

무료 전화 번호

캐나다

1866 547 0817

중국

00 800 3368 8866

피지

00 800 2526

홍콩

001 800 3368 8866

인도

000 800 610 3122

인도네시아

001 803 0612 128

말레이시아

1800 181 018

뉴질랜드

0800 229 888

필리핀

1800 161 20131

싱가포르

800 6162 219

남아프리카

0800 980 339

한국

0079 8612 1062

대만

00 801 232429

영국

0808 234 8969

미국

1800 793 4199

베트남

1800 1507

국제전화
호주 무료 전화
웹사이트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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