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의번호:1205-01-114 (심의일:2012 년 5 월 14 일) 

 

프리미엄외화보통예금(구간형) 특약 

 

1. 약관의 적용 

프리미엄 외화보통예금 (구간형) (이하 ‘이예금’이라 한다) 거래에는 프리미엄 외화보통예금 (구간형) 특약 

(이하 ‘이 약관’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계좌약관 및 

현지약관을 적용합니다. 

 

2. 거래 대상자  

이 예금의 거래대상자는 연매출액 5 백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은 제외) 

 

3. 예금종류 

이 예금의 종류는 외화보통예금으로 합니다. 

 

4. 최저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저 가입금액 및 신규 후 추가 입금이나 인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5. 이 자 

5.1 이 예금의 이자는 매월 둘째주 최종영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기준일 익일(이하 ‘원가일’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합니다.  

5.2 이 예금은 예금일(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합니다. 

5.3 이 예금은 당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아래 예금금액 구간에 따른 이자율이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1. 5 십만불 초과 1 백만불 이하   연( )% 

2. 1 백만불 초과 3 백만불 이하   연( )% 

3. 3 백만불 초과 5 백만불 이하   연( )% 

4. 5 백만불 초과 1 천만불 이하   연( )% 

5. 1 천만불 초과                   연( )% 

6. 은행과 별도 협의하는 경우 별도 협의 이율 

7. 5십만불 이하는 무이자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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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번호:1205-01-108 (심의일:2012 년 5 월 14 일) 

 

프리미엄외화보통예금(구간형) 특약 

 

제 1 조  약관의 적용 

프리미엄외화보통예금(구간형) (이하 ‘이예금’이라 한다) 거래에는 프리미엄외화보통예금(구간형) 특약 

(이하 ‘이 약관’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금거래기본약관,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한다. 

 

제 2 조  거래 대상자  

이 예금의 거래대상자는 연매출액 5 백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한다. (단, 금융기관은 제외) 

 

제 3 조  예금종류 

이 예금의 종류는 외화보통예금으로 한다. 

 

제 3 조  최저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저 가입금액 및 신규 후 추가 입금이나 인출에는 제한이 없다. 

 

제 4 조 이 자 

① 이 예금의 이자는 매월 둘째주 최종영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기준일에 이은 첫 영업일(이하 

‘원가일’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한다.  

② 이 예금은 예금일(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한다. 

➂ 이 예금은 당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아래 예금금액 구간에 따른 이자율이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1. 5 십만불 초과 1 백만불 이하   연( )% 

2. 1 백만불 초과 3 백만불 이하   연( )% 

3. 3 백만불 초과 5 백만불 이하   연( )% 

4. 5 백만불 초과 1 천만불 이하  연( )% 

5. 1 천만불 초과                   연( )% 

6. 은행과 별도 협의하는 경우 별도 협의 이율 

7. 5 십만불 이하는 무이자를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