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KeyCorp. KeyBank는 FDIC 회원입니다. 211229-1375944 

Key2Benefits에 대한 모든 수수료 목록 - 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 사무국 

모든 수수료 금액 세부 사항 

시작하기 

카드 구매 $0.00 우리는 선불 계좌에서 처음 카드를 구매할 때 카드 소지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월 사용량 

월 이용료 $0.00 선불 계좌에는 월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돈 추가 

직접 입금 $0.00 
선불 계좌에 직접 입금 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카드는 발급 주체 이외의 카드 

소지자 또는 다른 주체가 충전할 수 없습니다. 

현금 재충전 $0.00 
우리는 선불 계좌의 현금 충전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카드는 발급 주체 

이외의 카드 소지자 또는 다른 주체가 재충전할 수 없습니다. 

지출금 

청구서 결제(정기 배송) $0.00 

귀하의 프로그램이 청구서 결제를 허용하는 경우, 카드 소지자 웹사이트를 통해 시작된 정기 

청구서 결제 거래는 전자 결제의 경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완료되며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해 종이 수표를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경우에는 약 7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선불 계좌의 

정기 배송 청구서 결제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청구서 결제(빠른 배송) $0.00 빠른 청구서 결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현금 수령 

ATM 인출(네트워크 내) $0.00 
"네트워크 내"는 추가 요금이 없는 Allpoint Network ATM인 KeyBank ATM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위치는 key.com/locator 또는 Allpointnetwork.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내 ATM 인출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ATM 인출(네트워크 외부) $1.50 
이것은 당사의 수수료입니다. "네트워크 외"는 KeyBank ATM 네트워크 외부의 모든 ATM을 
의미합니다. 거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ATM 운영자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 

고객 서비스(자동) $0.00 잔액 조회를 포함하여 자동화된 고객 서비스 라인에 전화하는 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고객 서비스(실시간 상담원) $0.00 실시간 상담원 고객 서비스 통화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ATM 잔액 조회(네트워크 내) $0.00 
"네트워크 내"는 KeyBank ATM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위치는 key.com/locator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내 잔액 조회 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ATM 잔액 

조회(네트워크 외) 
$0.00 

"네트워크 외"는 KeyBank ATM 네트워크 외부의 모든 ATM을 의미합니다. ATM 운영자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외 잔액 조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미국 외 지역에서 카드 사용 

국제 거래 3% 
각 거래당 미화 금액의 3%가 부과됩니다. KeyBank는 모든 국제 거래에 환전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국제 ATM 인출 $3.00 
이것은 거래당 수수료입니다. 거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ATM 운영자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 ATM 잔액 조회 $0.00 
ATM 운영자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 ATM 잔액 조회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타 

비활동 $0.00 비활동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교체 카드 $0.00 카드 교체 비용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교체 카드 2일 신속 배송 $15.00 이것은 교체 카드의 2일 빠른 배송을 요청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입니다. 

문자 메시지 알림 $0.00 귀하가 수신한 각 문자 알림에 대해서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메일 알림 $0.00 이메일 알림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참여 Mastercard® 회원 은행 
지점에서의 창구 인출 

$0.00 Mastercard® 회원 은행에서의 창구 인출에 대해서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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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자금은 FDIC 보험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자금은 FDIC 피보험 기관인 KeyBank에 보관되거나 이체됩니다. 일단 귀하의 자금이 

KeyBank에 도착하면 특정 예금 보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KeyBank가 파산할 경우 FDIC에서 귀하의 자금을 최대 $250,000까지 보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fdic.gov/deposit/deposits/prepaid.html을 참조하십시오. 

당좌 대월/신용 기능이 없습니다. 

1-866-295-2955로 전화하거나 우편으로 KeyBank OH-01-27-0527, ECP Prepaid Cards, 127 Public Square Cleveland, Ohio 44114로 KeyBank에
문의하거나 www.Key2Benefits.com.을 방문하십시오.

선불 계좌에 대한 일반 정보는 cfpb.gov/prepaid를 방문하십시오. 선불 계좌에 대한 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소비자금융보호국(1-855-411-2372)으로 
전화하거나 cfpb.gov/complaint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key2benefit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