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뉴욕 주민 여러분:
소득이 제한된 사람들의 경우 당좌예금 계좌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많은
은행에서 예금액이 줄어들수록 수수료가
올라갑니다. 동시에, “현금만 사용하는”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고용주 모두 점점 계좌 입금
방식의 연금과 급여 지급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안이 있습니다. 뉴욕주는 은행에
저렴한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상업은행, 저축은행 및 신용조합을 포함한
뉴욕주의 모든 은행 기관은 모든 고객에게
일반적으로 “Lifeline 계좌”로 알려진 “기본 뱅킹”
계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옵션으로
선불 직불카드가 점차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는 편리한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소비자가
이러한 카드 사용의 장단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모든 사용자 계약을 꼼꼼히 읽고, 지불해야
할 모든 수수료를 이해하고, 가장 안전한 최고의
은행 거래를 선별하십시오.

자원

저비용 뱅킹

소비자 불만 직통전화
(800) 771-7755
ag.ny.gov

“Lifeline” 은행 계좌 및 선불 직불
카드에 대한 법무 장관 가이드

소비자 사기 및 보호 사무국
뉴욕시 사무소:
(212) 416-8300
28 Liberty Street
New York, NY 10005
알바니(Albany) 사무소:
(518) 776-2307
The Capitol
Albany, NY 12224

감사합니다,

소비자 금융 보호 사무국
(855) 411-2372
TTY/TTD: (855) 729-2372
cfpb.gov

뉴욕 법무 장관

Letitia James

P.O. Box 2900
Clinton, IA 52733

뉴욕 주 법무 장관실

Letitia James

“선불 카드” 또는 선불
직불카드
선불 직불카드는 예금(고용주 또는 정부
기관에서 현금 또는 직접 입금)을 받을 수
있으며 ATM에서 결제나 현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개 이러한
카드는 주요 신용카드 회사에서 “브랜드”
로 제공되며 이러한 카드가 허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뱅킹 또는 “Lifeline” 계좌
Lifeline 은행 계좌는 소비자에게 상당한
저축을 제공하며 뉴욕주의 모든 은행은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으며
금융 기관에서 다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연금, 임금 또는 연금의 계좌 입금
• 다른 거래 계좌 폐쇄
다음은 Lifeline 계좌를 개설할 경우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 선불 직불카드는 개통 수수료, 월간
서비스, 재충전, ATM 인출, 잔고 조회,
카드 잔액이 부족할 경우 구매 수수료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해지하거나 몇 달 동안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적은 금액의 초기 예금:
$25의 예금으로 Lifeline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은행 계좌에 연결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달리 카드 분실 또는 도난시
보호 조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 유지:
금융 기관은 Lifeline 계좌를 유지하기 위해
매달 $3 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마지막으로, 선불 직불카드는 종종 신용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판매되지만, 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불량한 신용 기록을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료 인출:
Lifeline 계좌에서 한 달에 최소 8회 무료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선불 직불카드에 가입하기 전에 카드 사용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Lifeline 계좌 또는 지역 신용조합과
관련된 비용과 비교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어떤 뱅킹 옵션이 손실 또는
사기로부터 가장 큰 보호를 제공하는지
신중하게 고려하십시오.

최소 잔고:
계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1페니의 최소 잔고
예금만 필요합니다.

월 최소 예금 한도 없음:
매달에 입금하는 최소 예금에 대한 제한이나
패널티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Lifeline”
계좌를 제공하지 않나요?
법무장관 소비자 보호국 핫라인:

(800) 771-7755,
에 문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