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BC 유학생 서비스
학생이 속히 미래로 나아가도록 지원합
니다.

유학생의 은행 업무
집을 떠나 해외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학생은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CIBC는 유학생이 자신 있게 캐나다로 올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을 지원합니다.

캐나다에 오기 전:
학생비자용 GIC/정기예금1

캐나다 국외에서 등록금 납부

• 5분 만에 CIBC 학생 GIC 프로그램1
(GIC)의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고 당일
처리

• 선택한 통화4로 편리하게 등록금 납부

• 외환 지불 시 서비스 수수료2 없이 예금

•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결제
추적

• 언제든 신청 진행 상황 추적(모바일
디바이스로 확인 가능)
• 여행 보상과 캐시백 신용카드3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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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선진 은행인 CIBC를 통해
학교에서 받아보는 실시간 환율5

• 등록금 납부가 완료될 때까지 진행 상황
수신

CIBC 유학생 GIC 프로그램1
CIBC 학생 GIC 프로그램1의 GIC1 선입금을 이용하면
캐나다 도착 전에 캐나다 학생비자 지침에 맞출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오기 전:
• CIBC 학생 GIC 프로그램1에 등록용으로 $10,000
CAD~$20,000 CAD 예금
• 수수료2 없이 원하는 화폐4로 편리하게 온라인 송금

캐나다 학생비자
지침을 충족해야 하는
유학생은 인도나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자국에 있는 동안
GIC1에 선입금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에 도착하면 신규 CIBC Smart™ 학생계좌에
$2,000 CAD가 예금된 상태
• 12개월간 매달 예금의 일부 수령
• 12개월 후 $10,000 CAD~$20,000 CAD 원금 전액과 이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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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빠르며 경제적인 학생비자 수령 지원
디지털 신청서를 작성하면 5분 만에 수수료 없는2 CIBC 학생 GIC 프로그램1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섹션 A:
다양한 프로그램과
결제
섹션 B:
학생 정보

섹션 C:
지불 명세서

이용 방법
CIBC 학생 GIC 프로그램1을 이용해 $10,000 CAD~$20,000 CAD를 이체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외환 거래 수수료2 없이 $10,000 CAD 이체
학생이 CIBC 지점으로 찾아오면 학생 계좌에 $2,000 CAD 예금
나머지 $8,000 CAD는 GIC에 투자
1년 후 8번의 동일 금액 지급을 통해 초기 예치금 전액과 이자 수령

CIBC 학생 GIC 프로그램1의 이용 자격:
• 인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출신의 고등학교 이후 과정 유학생
• 캐나다 칼리지 또는 종합대의 입학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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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BC 유학생 페이(International Student Pay)5
CIBC는 유학생과 그 가족이 세계 어디서든 자국 화폐4로 등록금을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주요 교육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어 빠르고 안전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CIBC 유학생 페이5를 이용하는 학생 혜택:
• 선택한 통화로 편리하게 결제4
• 글로벌 선진 은행을 통해 학교에서 받아보는 실시간 환율6
•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결제 추적
• 결제가 완료될 때까지 진행 상황 수신
등록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CIBC 보안 온라인 포탈에서 다음을 포함한 모든 해외 송금 서비스를 원스탑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금

• 부대 비용

• 주거 비용

• 기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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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쉽고 빠른 결제
학교 웹사이트에서 CIBC 유학생 페이5 웹 보안 포탈에 들어가 몇 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본국과 결제 대금 입력
• 학교에서 정한 통화로 전체 등록금 또는 학생회비를 입력한 후
본국이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자국 통화 또는 선호 통화4로
납부할 금액이 CIBC 우대 환율6을 적용하여 표시됩니다.

세부 사항 입력 후 원하는 결제 수단 선택
• 수취인에 대한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입력하고 결제 수단7을
선택합니다.
– 은행지급보증수표

– 신용 카드

– e-지갑

– 사전 공인 결제

결제 대금 지불
• 선호하는 방법7으로 결제를 시작하거나 완료하려면 제출을
클릭하세요.

결제 안내문 수신
• 거래 세부 내역 확인서가 학생의 이메일7로 전송됩니다.

온라인 추적
• 결제 상태를 온라인으로 어느 때나 추적할 수 있으며 상태에
따른 알람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6 | CIBC

캐나다 유학생의 시작을 지원합니다
CIBC는 고객이 재정 목표를 이루도록 지원합니다. 고객에게 중요한 문제가 CIBC에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북미와 주요 금융 중심지에 지점을 두고 있는 CIBC는 자산 5970억 달러, 시가총액
500억 달러 이상의 탄탄한 글로벌 금융기관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본사는
캐나다이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 A+ 등급, 무디스 Aa2 등급, 피치 AA- 등급입니다.

1049개 지점

ATM 3063개

1867년 설립

본사 199 Bay St.,
Toronto

은행에 보내는 찬사
캐나다 외환 서비스 품질 부문에서
그리니치 품질 리더(2017-2018)

모바일 뱅킹 기능과 사용자 경험
부문 최고점

모바일 뱅킹 기능과 사용 편의
부문의 총점 1위

온라인 뱅킹 기능 부문의 총점 1위

모바일 뱅킹 서비스와 고객 경험
부문에서 캐나다 최고의 은행

디지털 혁신이 뛰어난 올해의 일반
북미 은행

캐나다 최고의 디지털 은행

캐나다 최고의 은행상 다수 수상

– Greenwich Associates Global Foreign
Exchange Services Study (2016-2017)

– Forrester Banking Wave™ 캐나다 모바일 앱,
Q2 2018 보고서

– Forrester Research (2017)

– Forrester Research (2017)

– Surviscor의 2017 Mobile Banking scorCard
Review(2017)

– Global Finance Magazine (2017)

– Retail Banker International (2017)

– Ipsos Best Banking Award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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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ishk Gupta
Director, Alternate
Solutions Group
CIBC Capital Markets
416 956-3657
kanishk.gupta@cibc.com

Maryam Moshiri
Director, Alternate
Solutions Group
CIBC Capital Markets
416 594-7132
maryam.moshiri@cibc.com

Dan Sutin
Director, Alternate
Solutions Group
CIBC Capital Markets
416 956-6433
dan.sutin@cibc.com

www.cibc.com/isbo

CIBC 학생 GIC 프로그램은 캐나다 정부의 Student Direct Stream에 해당하는 학생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study-canada/study-permit/studentdirect-stream.html을 방문하십시오. GIC 프로그램에 등록하려는 학생은 CIBC가 제공하는 모든 통화로
최소 $10,000 CAD부터 최대 $20,000 CAD까지 송금할 수 있습니다. GIC를 구입하려는 학생은 CIBC
Deposit(예치금)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학생의 도착 예정일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65일(12
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365일 후 도착하는 경우 기다렸다가 캐나다 도착 365일 이내가 될 때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학생이 1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CIBC 환율이 적용됩니다.
3
자격 조건에 맞는 카드만 해당합니다. 표준 신용 기준이 적용됩니다. 4 CIBC에서는 모든 선진
시장 통화와 성장 시장 통화를 이용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5 캐나다 임페리얼 상업은행(“CIBC”)
은 캐나다 은행법 하에서 허가받은 은행입니다. CIBC는 캐나다 내 개인 고객에게만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캐나다 내 대학, 교육 제공자 및 기타 유사 기관에 지불 및 외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캐나다 대학 및 교육 제공자 대금을 받을 때, CIBC는 학생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기관의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학생이 자신의 학교에 송금하기 위해 CIBC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계좌로
대금을 보내는 경우, 학생은 CIBC가 결제에 대한 자신의 학교 규정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이행할
것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학생은 자신의 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생은 언제나 자신의 본국 금융 기관을 포함한
모든 다른 금융 기관에서 캐나다 달러를 보낼 수 있습니다. CIBC는 자사가 외환을 사고 팔 때 생기는
차이(스프레드)로부터 이익을 얻습니다. CIBC의 스프레드는 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사전 고지 없음). 이 스프레드는 대학에 제공되는 CIBC 견적에 반영됩니다. CIBC는
대학교에 상기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있으며 상기 리베이트는 고객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선호 통화에 대한 CIBC 외국 환율 시세는 72시간 동안 유효합니다(
주말과 캐나다 법정 공휴일 제외). 해당 거래가 72시간 이내에 발생하지 않으면 시세는 만료됩니다.
상기 언급된 72시간 동안(주말과 캐나다 법정 공휴일 제외) CIBC 유학생 페이에서 다른 시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계좌이체의 경우 참조 코드와 지침을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며, 지점을
방문하여 지불 과정을 계속할 때 이 내용을 제시해야 합니다. 8 출처: CIBC 투자자 자료표(Q4 2018).
CIBC Capital Markets는 다른 법인명의 상표 브랜드 명칭이며 다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IBC Capital Markets
에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는 캐나다 임페리얼 상업은행(“CIBC”), CIBC World Markets 주식회사의
모은행, CIBC World Markets사, CIBC Bank USA, 기타 자회사에서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캐나다 임페리얼 상업은행(CIBC)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기업 대출, 환전, 단기 금융시장 상품,
구조화 채권, 이자율 상품, OTC 파생 상품 등이 포함됩니다. 외환시장 행동규범에 포함된 지침과
관련한 CIBC 외환 공시문은 www.cibccm.com/fxdisclosure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환거래형 주식 및
옵션, 확정금리부 증권 및 캐나다 증권 선물 이행과 같은 다른 상품과 서비스는 아래에 명시된 CIBC
자회사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운용됩니다. 일부의 경우 미국에서는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규제 하에 보험에 가입된 일리노이 금융회사인 CIBC Bank USA가 환전 및 OTC 파생상품을 제공합니다.
CIBC Bank USA가 제공하는 Capital Markets 상품은 FDIC 보험 대상이 아니고, CIBC 예치금이나 채무 또는
보장 대상이 아니며, 원금 손실을 비롯한 투자 위험이 있습니다.
CIBC World Markets 주식회사는 캐나다 투자 보호 기금과 캐나다 투자산업규제기구의 멤버입니다.
미국에서 CIBC World Markets사는 금융산업규제기관과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의 멤버입니다. 캐나다
임페리얼 상업은행(CIBC) 런던 지점은 건전성감독원(PRA)의 감독을 받으며 금융행위규제청(FCA)의
규제와 건전성감독원(PRA)의 제한적 규제 대상입니다. 캐나다 임페리얼 상업은행 시드니 지점(ABN:
33 608 235 847)은 호주 신용 자산 관리국(APRA)의 규제를 받는 공인 외국 은행
지사입니다. CIBC Australia Ltd(AFSL No: 240603)는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의
규제를 받습니다. CIBC World Markets(일본) 주식회사는 일본 증권 딜러 협회
(JSDA)의 멤버입니다. 캐나다 임페리얼 상업은행 홍콩 지점은 증권선물조례
571조에 의거해 등록된 기관입니다. 캐나다 임페리얼 상업은행 싱가포르
지점은 싱가포르 통화청에 의해 허가를 받고 규제받는 역외 은행입니다.
CIBC Smart™ 학생계좌는 CIBC 또는 그 자회사의 상표입니다. CIBC Capital Markets와
CIBC 로고 디자인은 라이선스를 받아 사용되는 CIBC의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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