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개설 - 법인
(i)

법인 계좌 개설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Company Incorporated under
Companies Act, 1965
Form 9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Company Incorporated under
Companies Act, 2016
Section 17 – Notice of Registration

Form 24 – Return of Allotment of
Shares
Form 49 – Return Giving Particulars in
Register of Directors, Managers and
Secretaries and Changes of Particulars
Memorandum & Articles of Association

Section 14 –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A Company
Section 58 & 236 (2) – Notification of
Appointment of the First Company
Secretary

Board of Director’s Resolution(s)

Board of Director’s Resolution(s)

Identification Document (i.e. MyKad,
Passport, etc.) of Beneficial Owner
(BO), e.g. director, shareholder with
more than 25% shareholding, partner,
office bearer, sole owner of soleproprietor etc.

Identification Document (i.e. MyKad,
Passport, etc.) of Beneficial Owner
(BO), e.g. director, shareholder with
more than 25% shareholding, partner,
office bearer, sole owner of soleproprietor etc.

Company Constitution (if applicable)

참고:
 법인 계좌는 말레이시아의 당국으로부터 회사가 편입, 설립, 등록 또는
승인될 때 resident account로 분류됩니다.
 25%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법인인 경우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인의 인증서류를 (예:여권 등) 필요합니다.
 위 언급한 모든서류는company secretary에 의해 CTC(원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공인 서명자를 계좌 개설 서류에 서명하고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예:
MyKad/여권) 지참해주셔 합니다.
 계좌 개설 신청서를 가까운 지점에 받을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 (예: 임대 계약서, 주주 관련 정보, 현재 거래 하는 은행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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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퍼블릭 은행은 고객님에게 사전 통지 없이 수시로 이러한 FAQ 를 변경, 수정, 삭제 또는 추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 마지막 업데이트: 2021 년 11 월 15 일
- 번역본은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번역본과 영어본이 상충할 경우에는 영어본을 우선으로 합니다.

(ii)

법인 계좌 개설시 최소 필요 입금액은 얼마입니까 ?
법인 계좌 종류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PLUS Current Account
ACE Enterprise Current Account

: MYR5,000
: MYR10,000

외화 계좌

: USD1,000 상당 금액

(iii) 퍼블릭 은행은 한 계좌로 여러 통화를 거래할 수 있는 상품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각 외화 계좌가 있습니다(NZD, SGD, CNY, GBP, EUR, CAD, AUD, USD,
JPY 등)



여러 외화 계좌 개설 할 경우 (i)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외화 계좌 있는 고객님이 추가 외화 계좌개설을 원하며, Letter of
Authorisation 을 제출야 개설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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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퍼블릭 은행은 고객님에게 사전 통지 없이 수시로 이러한 FAQ 를 변경, 수정, 삭제 또는 추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 마지막 업데이트: 2021 년 11 월 15 일
- 번역본은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번역본과 영어본이 상충할 경우에는 영어본을 우선으로 합니다.

(iv) 법인 PB Lifestyle Debit Card 신청 가능 합니까?
법인 고객은 POS(Point of Sale) 기능이 있는 국내 PB Corporate MyDebit Card*만
신청 가능 합니다. (지정된 정부기관에 결제 가능) 현금 인출과 소매 구매
기능은 사용 불가능합니다.
PB Corporate MyDebit Card 신청시 필요한 서류:a) Certified Company Resolution by board of Directors containing:
o Name and MyKad number of the Authorized Personnel to use the PB
Corporate MyDebit Card.
o Undertaking to notify the bank by certified resolution of all future
changes affecting the mandate given to the Users in the Company.
b) Original copy of the authorized personnel’s MyKad/Passport.
PB Lifestyle Debit Card 는 12 세이상의 개인/공동** 과 Sole-Proprietorship 계좌
발급 가능 합니다.
*Applicable to Sole-Proprietorship and Private Limited Company/Limited Company.
** Mode of operating the account must be ‘Either One to Sign”.

(v)

외화 계좌로 외화를 입금/출금 할 수 있습니까?
할 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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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퍼블릭 은행은 고객님에게 사전 통지 없이 수시로 이러한 FAQ 를 변경, 수정, 삭제 또는 추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 마지막 업데이트: 2021 년 11 월 15 일
- 번역본은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번역본과 영어본이 상충할 경우에는 영어본을 우선으로 합니다.

(vi) 법인 외화를 다른 퍼블릭 은행 계좌로 이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송금인과 수취인 같은 법인 경우에 외화 이체 가능 합니다. 단, 송금인과 수취인
다른 법인의 경우 외환 Foreign Exchange (FE) Notices 통지의 따라 허용된
목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외화 이체는 은행창구에서 만 가능합니다.

(vii)

회사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에 지점에 알려야 하나요?
네, 주소 및 전화 번호 변견 사항 공식적으로 회사 편지지로 공문을 제출야
합니다.

(viii) 법인 서명자를 바꾸고 싶은 경우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Board of Director’s Resolution (Certified True Copy by Company Secretary) 계좌
개설 지점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또, 공인 서명자 신분확인을 위해 지점
방문시 신분 확인서류 (즉: MyKad, 여권 등)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ix)

법인 계좌를 운영할 수 있는 서명인이 될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누구나 서명자 될수 있습니다. Board of Director’s Resolution (Certified True
Copy by Company Secretary) 작성 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hired expatriate 경우에
따라 취업 비자를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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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퍼블릭 은행은 고객님에게 사전 통지 없이 수시로 이러한 FAQ 를 변경, 수정, 삭제 또는 추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 마지막 업데이트: 2021 년 11 월 15 일
- 번역본은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번역본과 영어본이 상충할 경우에는 영어본을 우선으로 합니다.

법인 카드
(i)

PB Visa Business Card란 무엇입니까?
PB Visa Business Card는 중소 기업에 적합하며 고객은 개인 신용 카드와 분리
된 추가 비즈니스 신용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 Visa Business Card는 회전
신용 플랫폼(Revolving Credit Platform))에 있으며 회사는 명세서 잔고의 5 %의
최소 지불까지 가능합니다.

(ii)

조건:


법인 2년이상 운영 하고



자본금이 RM100,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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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퍼블릭 은행은 고객님에게 사전 통지 없이 수시로 이러한 FAQ 를 변경, 수정, 삭제 또는 추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 마지막 업데이트: 2021 년 11 월 15 일
- 번역본은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번역본과 영어본이 상충할 경우에는 영어본을 우선으로 합니다.

(iii) 법인 카드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PB Visa Business Card 신청서는 지점에 방문하시거나 website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Company Incorporated under
Companies Act 1965
Form 9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Company Incorporated under
Companies Act 2016
Section 17 – Notice of Registration

Form 24 – Return of Allotment of
Shares
Form 49 – Return Giving Particulars in
Register of Directors, Managers and
Secretaries and Changes of Particulars
Memorandum & Articles of Association

Section 14 –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A Company
Section 58 & 236 (2) – Notification of
Appointment of the First Company
Secretary

Identification Document (i.e. MyKad,
Passport, etc.) of Directors/Signatories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Latest 2
Years)
Form of Annual Return IF the credit
limit applied is RM50,000 and above

Identification Document (i.e. MyKad,
Passport, etc.) of Directors/Signatories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Latest 2
Years)
Form of Annual Return IF the credit
limit applied is RM50,000 and above

Company Constitution (if applicable)

승인 된 경우에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duly certified by Secretary of
the Company) 제출 해야 법인 카드 발급 진행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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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퍼블릭 은행은 고객님에게 사전 통지 없이 수시로 이러한 FAQ 를 변경, 수정, 삭제 또는 추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 마지막 업데이트: 2021 년 11 월 15 일
- 번역본은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번역본과 영어본이 상충할 경우에는 영어본을 우선으로 합니다.

송금
(i)

퍼블릭 은행으로 송금 시 필요한 정보 무엇인가요?
수취 은행

: Public Bank Berhad
146, Jalan Ampang
50450 Kuala Lumpur

SWIFT Code

: PBBEMYKL

수취인 성명

:

수취인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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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퍼블릭 은행은 고객님에게 사전 통지 없이 수시로 이러한 FAQ 를 변경, 수정, 삭제 또는 추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 마지막 업데이트: 2021 년 11 월 15 일
- 번역본은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번역본과 영어본이 상충할 경우에는 영어본을 우선으로 합니다.

법인 인터넷 뱅킹(PB enterprise)
(i)

PB enterprise법인 인터넷 뱅킹을 어떻게 신청 하십니까?
PB Enterprise신청서 와Board of Director’s Resolution (Certified True Copy by
Company Secretary) 을 계좌 개설 지점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ii)

PB enterprise법인 인터넷 뱅킹을 1일 이체 한도 얼마입니까?
법인 인터넷 뱅킹의 1일 이체 한도는 없습니다. 1회 이체 한도는 이체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https://www.pbebank.com/Business-Banking/Banking/EChannel/PBenterprise/Daily-Fund-Transfer-Limits.aspx.

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PB enterprise를 개인 신청을 불 가능하며 Foreign Exchange Administration
Rules of Malaysia (FEA) 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즉 하루에 RM10,000 이체
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점을 참조하십시오.

(iii)

PB enterprise통해서 퍼블릭 은행의 MYR법인 계좌에 퍼블릭 은행의 외화
법인계좌로 이체 할수 있습니까?
할수 없습니다.

(iv)

PB enterprise 통해서 퍼블릭 은행의 외화 법인 계좌에(예: JPY) 다른 퍼블릭
은행의 외화 법인계좌로 이체 할수 있습니까?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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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퍼블릭 은행은 고객님에게 사전 통지 없이 수시로 이러한 FAQ 를 변경, 수정, 삭제 또는 추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 마지막 업데이트: 2021 년 11 월 15 일
- 번역본은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번역본과 영어본이 상충할 경우에는 영어본을 우선으로 합니다.

(v)

PB enterprise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https://www.pbebank.com/Personal-Banking/Rates-Charges/Fees-Charges/PBenterprise.aspx 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vi)

PB enterprise 해외 사용 가능 합니까?
인터넷 연결, PB enterprise 아이디 와 비밀번호 있으면 가능 합니다. 거래시
SecureSign Token필요 합니다.

(vii) 최초 로그인 하면 말레이시아 전화번호 와 이메일 주소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SMS를 통한 PBe 인증 코드 (PAC) 및 이메일을 통한 최초 로그인 비밀번호
전송이 용이하여 말레이시아 휴대 전화 번호 및 개인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viii) PB enterprise 사용자 개수 제한이 있습니까?
제한 없습니다.

(ix)

PB enterprise통해서 휴면계좌에 거래 할수 있습니까?
휴면계좌의 세부 잔고현황은 PB enterprise 통해서 조회가 불가하오니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여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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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퍼블릭 은행은 고객님에게 사전 통지 없이 수시로 이러한 FAQ 를 변경, 수정, 삭제 또는 추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 마지막 업데이트: 2021 년 11 월 15 일
- 번역본은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번역본과 영어본이 상충할 경우에는 영어본을 우선으로 합니다.

인터넷 뱅킹 해외 송금
(i)

송금은 팩스로 할수 있을까요?
할수 없습니다.

(ii)

인터넷 뱅킹 해외 송금 가능한 시간은 언제에요?
인터넷 뱅킹 해외 송금은 월~금요일 09:30 ~ 15:00 까지 가능합니다.
주말, 쿠알라룸푸르 공휴일 제외.

(iii)

인터넷 뱅킹 해외 송금 처리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접수된 정보대로 취결 당일 해외은행으로 전신문이 발송되며 송금받는
분에게 전달 할것이다. 단, 중계,은행,국가별 송금도착시간 다르수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간대로 인해 송금지연

발생할 경우엔 은행과 중계 은행은 책임 지지

않습니다.

(iv)

해외 송금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송금 금액이 RM5,000-00 이하 경우 수수료는 RM2-00 와 전신료가 들어갑니다.
참고:
인터넷 뱅킹 해외 송금에는 받은 송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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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퍼블릭 은행은 고객님에게 사전 통지 없이 수시로 이러한 FAQ 를 변경, 수정, 삭제 또는 추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 마지막 업데이트: 2021 년 11 월 15 일
- 번역본은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번역본과 영어본이 상충할 경우에는 영어본을 우선으로 합니다.

(v)

인터넷 뱅킹 해외 송금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PB Enterprise 인터넷 뱅킹 해외 송금 사용 방법 입니다
1. PB Enterprise 인터넷 뱅킹 로그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2. "Fund Transfer"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3. "Foreign Telegraphic Transfer"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4. 이용 약관을 읽고 "Accept"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5. “Transaction Details” 송금 정보를 입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6. “Sender Details” 송금인 정보를 입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7. “Beneficiary Details” 수취인 정보를 입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8. “Beneficiary Bank Details” 수취은행 정보를 입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9. “Next"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10. 정보를 확인 하시고 “Submit”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11. 승인을 위해 제출됩니다.
승인자 승인 혹은 거부 방법 입니다
12. “Transaction Approval”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13. “Pending Approval”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14. 승인/거부 하고 싶으신 거래가 선택 해주시기 바랍니다
15. “Reject” 혹은 “Approve” 선택 해주시기 바랍니다
16. SecureSign Token 사용하여 승인 혹은 거부 진행됩니다
SecureSign Token 사용하시는 고객님
17. SecureSign Token 의 전원 버튼을 키시고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인터넷뱅킹 화면에 있는 (1) 과 (2) 번호를 SecureSign Token 에
입력하시면 SecureSign Code 가 나옵니다.
18. “SecureSign Code”입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19. “Confirm”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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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어떤 환율이 적용됩니까?
i. Counter Rate
ii. Contract Spot / Forward
iii. Cross Currency
인텨넷뱅킹에서 환율 고시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Contract Spot /

Forward 와 Cross Currency환율 적용할 경우Treasury Dealers와 사전 합의에
의해 필요 합니다.

(vii)

송금 가능한 금액이 얼마 입니까?
송금 가능한 금액이 인터넷 뱅킹에 설정 된 이체 한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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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ESIGN
(i)

SecureSign이란 무엇입니까?
SecureSign은

OTP(One

Time

Password)발생기입니다.

PBe

혹은

PB

Enterprise전자금융 거래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 기기입니다.

(ii)

법인 계좌SecureSign Token수수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인터넷뱅킹 페키지에 따라 (Basic / Premium Package)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iii)

개인 계좌 SecureSign Token 수수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iv)

SecureSign Token고장이나 건전지가 없는 경우 SecureSign Token 재발급을
어떻게 받습니까?
계좌 개설 지점 방문해서 SecureSign Token 무료교체 받을수 있습니다.
보통은 4년이상 사용할수 있습니다.

(v)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비밀번호 입력이 6회 이상 틀인 경우엔 SecureSign Token창에 “Lock Code”가
나옵니다. 계좌 개설 지점에 문의하여 무료로 해제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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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SecureSign

Token고장이나

분실하였을

경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합니까?
SecureSign Token 손상되었거나 분실된 경우엔 즉시 PBe Helpdesk 전화 032179 9999 또는 계좌 개설 지점에서 신고해며 분인 직접 SecureSign Token을
무료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vii)

법인 계좌 발급 할수 있는SecureSign Token개수 제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viii)

저는PBe개인 계좌 SecureSign Token 사용자인데 법인 계좌의SecureSign
Token연결 할수 있습니까?
네 연결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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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BANK GIRO (IBG) 국내 이체
국내 이체 소요시간 어떻게 됩니까?
송금인 거래한 시간 다르며 수취 시간은 하기 스케줄을 따라 다릅니다.
송금인 거래한 시간

수취 시간

영업일 (월요일–

오전 5:00 전

당영업일

오전 11:00 까지

금요일)
오전 5:01 – 오전 8:00

오후 2:00 까지

오전 8:01 – 오전 11:00

오후 5:00 까지

오전 11:01 – 오후 2:00

오후 8:20 까지

오후 2:01 – 오후 5:00

오후 11:00 까지

오후 5:00 이후
토요일,일요일,쿠알라룸푸르 휴일

다음 영업일

오전 11:00 까지

다음 영업일

오전 11:00 까지

참고:
1. Interbank GIRO 국내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2. 이체는 수취 은행 수락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수취 은행 수락 하지 않은 경우 송금인
계좌로 다시 입금 됩니다.
3. 입력 수취 계좌번호만 따라 이체처리가 됩니다.수취계좌 및 수취인명확인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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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개설 - 개인
(i)

개인 계좌 개설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여권*



재직 증명서



유효한 취업 비자



소개자** (현재 퍼블릭 은행 Current Account 있는분)



추가 서류 (Valid Professional Visit Pass / Long Term Social Visit Pass / Resident
Pass-Talent / MM2H Visa /임대 계약서 / Certificate of Residence), if any

* 여권 원본을 지참하고 지점에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 Current account개설 적용 합니다
(ii)

개인 계좌 개설시 최소 입금 금액은 얼마입니까?

PLUS Current Account
Premier ACE Account
PLUS Savings Account

: MYR3,000
: MYR1,000
: MYR250

(iii) 휴면계좌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연간 1 회거래가* 없다면 계좌는 거래중지가 되고 휴면계좌 처리가 됩니다. 또,
휴면계좌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거래 하시는 법은 창구에 혹은 Self Service Banking Channels (예: ATM,

입금기계, 수표 입금 기계,인터넷 뱅킹)포함.
(iv) 휴면계좌 조회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신분증을 (예:여권) 지참하고 가까운 지점 방문해서 입금 혹은 출금하여 거래
가능한 계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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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RCB Elite/RCB Gold/Visa/MasterCard/
UnionPay Lifestyle Debit Card
(PB Lifestyle Debit Card)
“ATM/Debit Card”
(i)

PB Lifestyle Debit Card해외 사용 가능 합니까?
PB

Lifestyle

Debit

Card는

(구:

PB

Day2Day

Card)

ATM

card,

Visa/MasterCard/UnionPay Debit Card로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PB Lifestyle
Debit Card는 전 세계 2,900 만 개 이상의 Visa / MasterCard / UnionPay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Visa / MasterCard / UnionPay 로고가 있는 현지
또는 국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매 구매를위한 해외 사용 하고 싶으시면 PB Card Customer Services & Support
(PBCSS) 03-2176 8000에 연락하여 "Opt-In"을 설정 하시거나 혹은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여 여행 세부 정보를 (예: 방문 국가 및 방문 기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해외 ATM에서 인출하고 싶으시면 퍼블릭 은행 ATM 혹은 인터넷 뱅킹을
통해 설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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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휴면계좌 된 경우에도 고객이 PB Lifestyle Debit Card를 통해 입금 또는 출금이
가능합니까?
휴면계좌로 변환시 Self-Service Banking Channels (예 : ATM 또는 인터넷
뱅킹)를 사용 하실 수 없습니다.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여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iii) 말레이시아 전화번호없이 PB Lifestyle Debit Card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PB Lifestyle Debit Card를 신청 하려면 말레이시아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예 :연속으로 3 일 동안 카드 당 하루 RM3,000.00 이상의 ATM 현금 인출 거래를
하시면 6 자리의 인증 코드 Personal Authentication Code (PAC)를 문자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iv) PB Lifestyle Debit Card 의 일일 현금 인출 한도는 얼마입니까?
인출 당 최대 RM1,500 또는 RM3,000까지 (ATM은 현금으로 총 30 개, 즉 RM50
x 30 개 또는 RM100 x 30 개는 ATM에서 사용 가능한 금액에 따라 다름) 인출
할 수 있습니다. 일일 인출 한도는 카드 당 하루 RM5,000.00 이지만 계정의 자금
가용성에 따라 다릅니다.

(v)

PB Lifestyle Debit Card의 일일 소매 구매 한도는 얼마입니까?
기본적으로 PB Lifestyle Debit Card의 일일 소매 구매 한도는 RM3,00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ATM 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한도를 최대 RM10,00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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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PB Lifestyle Debit Card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어떻게해야합니까?
카드 분실 또는 도난시에는 셀프 서비스 터미널 센터 (03-2179 5000)에
문의하시거나 인터넷 뱅킹을에 로그인하여 PB Lifestyle Debit Card를 즉시 거래
정지 요청하십시오. 카드 교체는 가장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십시오.

(vii) PB Lifestyle Debit Card의 비밀번호를 잊어 버린 경우 어떻게해야합니까?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여 기존 PB Lifestyle Debit Card를 정지하시고 새로운 PB
Lifestyle Debit Card를 발급 받으십시오.

(viii) PB Lifestyle Debit Card 요금은 얼마입니까?
신규 카드 발급 시 수수료:

: RM8.00*

교체 카드 수수료

: RM12.00

연회비

: RM8.00*

*Basic Current Accounts 에는 선불 / 연회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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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카드 – 외국인 개인
(i)

(ii)

말레이시아 주재 외국인용 신용카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여권



유효한 취업 비자



취업 확인서



최근 3 개월 급여 명세서



최근 3 개월 은행 명세서



추가 서류 (예 : 임차 계약, EA 양식, BE 양식 등)

말레이시아 주재 외국인의 신용카드 신청 요건은 무엇입니까?


유효한 취업 비자가 있어야합니다



은행과 거래사실이 있어야합니다



21-60 세



소득 요구 사항 : 다른 제품 요구 사항에 따라 다름

편차 승인에는 다음이 적용됩니다:
a. 신청자가 Malaysia My 2nd Home Programme FD 가 은행에서만 유지
관리되는경우.
b. 신청자가 은행에 다른 신용 시설을 가지고있는 경우
c. 신청자가 신용 시설을 이용하는 회사의 이사 및 / 또는 주주이거나 회사가
은행에서 유지 관리하는 총액 기준으로 백만 링깃 이상의 예금 잔액이있는
경우. 신청자는 여권 사본, 취업 확인서, 신용 평가를 위한 급여 통지서와
함께 신용카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d. 신청자가 말레이시아 배우자와 함께 말레이시아에서 일하고 거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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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CARPET BANKING 레드 카펫 뱅킹
( 퍼블릭 은행의 프라이어리티 뱅킹)

(i)

퍼블릭 은행 레드 카펫 뱅킹 Red Carpet Banking (RCB) 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RCB 센터는 다음 지점에 있습니다 (2020 년 3 월 27 일 기준).
States

Branches





Kuala Lumpur City Main Office
Bukit Damansara
Jalan Raja Chulan
Mont Kiara

Melaka






SS2
Kota Damansara
Bandar Puteri Puchong
Taman Melaka Raya

Pulau Pinang



Pulau Tikus

Johor



Taman Johor Jaya

Sabah



Kota Kinabalu

Sarawak




Miri
Padungan

Kuala Lumpur

Selangor

21
참고:
- 퍼블릭 은행은 고객님에게 사전 통지 없이 수시로 이러한 FAQ 를 변경, 수정, 삭제 또는 추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 마지막 업데이트: 2021 년 11 월 15 일
- 번역본은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번역본과 영어본이 상충할 경우에는 영어본을 우선으로 합니다.

(ii)

(Red Carpet Banking) RCB 회원이되기위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RCB 고객이 되려면 다음 제품 중를 포함하여 RCB 엘리트 멤버십의 경우
최소 RM1,000,000 또는 RCB 골드 멤버십의 경우 RM300,000 을
유지해야합니다.
 Current/Savings Account or Current/Savings Account-i


당좌 / 저축 계좌 또는 당좌 / 저축 계좌 -i
Fixed Deposit/e-Fixed Deposit or Term Deposit-i (TD-i)/eTD-i



정기 예금 / e-정기 예금 또는 정기 예금-i (TD-i) / eTD-i
Foreign Currency Fixed Deposit (in Ringgit equivalent)



외화 정기 예금 (링깃 상당)
Foreign Currency Current Account or Foreign Currency Current Account-i
외화 당좌 계좌 또는 외화 당좌 계좌-i

(iii)

Red Carpet Banking (RCB) 회원에게 특별한 특권과 혜택은 무엇입니까?


RCB 회원 카드



RCB 독점 캠페인



소매 지출에 대한 VIP 포인트



원 스톱 뱅킹 솔루션



전용 관계 관리자



RCB 회원 센터



글로벌 강점 외환(우대 환율)



Premier ACE 계좌 (이자 있는 당좌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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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회원 계정의 총 잔액이 RCB 엘리트 멤버십의 경우 RM1,000,000 / RCB 골드
멤버십의 경우 RM300,000 미만인 경우 Red Carpet Banking (RCB) 멤버십은
어떻게됩니까?
회원이 연속 6 개월 동안 최소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은
회원에게 21일 안에 최소 입금액을 충전하거나 유지하도록 요청드릴겁니다.
은행은 우편, 전화 또는 은행이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있는 기타 승인 된
채널을 통해 회원에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이후 회원의 총 예금 잔액이 최소
자격 기준 이하로 계속 유지되는 경우 은행은 서면 통지를 통해 21 일 후에
회원의 RCB 회원 자격을 종료, 제한, 다운 그레이드 또는 정지 할 수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v)

고객이 멤버십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 벌금이 부과됩니까?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은행은 회원에게 최소 입금액을 충전하거나
유지하도록 요청시 우편, 전화 또는 은행이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기타
승인 된 채널을 통해 고객은 RCB 회원 자격을 해지하거나 취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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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i)

퍼블릭 은행으로 송금 시 필요한 정보 무엇인가요?
수취 은행

: Public Bank Berhad
146, Jalan Ampang
50450 Kuala Lumpur

SWIFT Code

: PBBEMYKL

수취인 성명

:

수취인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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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뱅킹 (PBe) – 개인
(i)

고객이 말레이시아 휴대폰 번호없이 인터넷 뱅킹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나 고객은 거래 승인 대안으로 SecureSign Token을 신청해야합니다.

(ii)

인터넷 뱅킹을 통한 개인의 일일 거래 한도는 얼마입니까?
휴대폰 번호를 통해 PBe 인증 코드 (PAC)를 사용하는 고객은 RM20,000,
SecureSign Token을 사용하는 고객은 RM50,000의 일일 총 한도가 허용됩니다.
참고:
말레이시아 외환 관리 규정 Foreign Exchange Administration Rules of Malaysia
(FEA)에 따라 External Account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예외가없는 고객의
경우 하루에 최대 RM10,000까지만 이체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점을 참조하십시오.

(iii) 개인 고객이 인터넷 뱅킹을 통해 퍼블릭 은행의 MYR 개인 저축 / 당좌
계좌에서 다른 퍼블릭 은행의 외화 당좌 계좌로 이체 할 수 있습니까?
할수 없습니다.
(iv)

개인 고객이 인터넷 뱅킹을 통해 퍼블릭 은행의 외화 개인 저축 / 당좌 계좌
(예 : JPY) 에서 다른 퍼블릭 은행의 외화 당좌 계좌 (예 : USD) 로 이체 할 수
있습니까?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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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인터넷 뱅킹은 해외 사용 가능 합니까?
예, 인터넷 연결, 인터넷 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있으면 가능합니다. 거래시
SecureSign Token필요합니다.

(vi)

아이디/ 비밀번호를 받은 후 PBe에 로그인하지 않으면 어떻게됩니까?
발급받은 인터넷 뱅킹 아이디 와 비밀번호는 30 일 후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퍼블릭 은행 의 ATM에서 새로운 인터넷 뱅킹
액세스를 다시 신청하거나 계좌 개설 지점을 방문하십시오.

(vii) 로그인 시도 횟수를 초과했습니다. 어떻게해야합니까?
ATM 카드가 있는 고객은 로그인 페이지에서 'User ID Deactivated?'를
누르시면 다시 설정 할수 있습니다. 또는 PBe Helpdesk (03-2179 9999)에
도움을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viii) 6 개월 이상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보안 문제로 인해 PBe 계정이 차단됩니다. 계정 차단을 해제하려면 PBe
Helpdesk (03-2179 9999)에 문의하십시오.

(ix)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PBe 계정은 1 년 동안 거래 하지 않으면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퍼블릭 은행의 ATM에서 인터넷 액세스를 다시 신청하거나 계좌 개설 지점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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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인터넷 뱅킹 아이디를 잊어 버렸습니다. 어떻게해야합니까?
PBe Helpdesk (03-2179 9999)에 문의하거나
customersupport@publicbank.com.my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xi)

비활성 / 휴면 상태가 된 계정을 인터넷 뱅킹을 통해 거래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계정이 비활성화 / 휴면 상태가되면 해당 계정에 접근이
불가하십니다. 인터넷 뱅킹을 통해 계정에 접근하시기전에 지점에
방문하셔서 해당 계정을 다시 활성화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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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뱅킹 해외 송금
(i)

송금은 팩스로 할수 있을까요?
할수 없습니다.

(ii)

인터넷 뱅킹 해외 송금 가능한 시간은 언제에요?
인터넷 뱅킹 해외 송금은 월~금요일 09:30 ~ 15:00 까지 가능합니다.
주말, 쿠알라룸푸르 공휴일 제외.

(iii)

인터넷 뱅킹 해외 송금 처리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접수된 정보대로 취결 당일 해외은행으로 전신문이 발송되며 송금받는
분에게 전달 할것이다. 단, 중계,은행,국가별 송금도착시간 다르수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간대로 인해 송금지연

발생할 경우엔 은행과 중계 은행은 책임 지지

않습니다.

(iv)

해외 송금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송금 금액이 RM5,000-00 이하 경우 수수료는 RM2-00 와 전신료가 들어갑니다.
참고:
인터넷 뱅킹 해외 송금에는 받은 송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8
참고:
- 퍼블릭 은행은 고객님에게 사전 통지 없이 수시로 이러한 FAQ 를 변경, 수정, 삭제 또는 추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 마지막 업데이트: 2021 년 11 월 15 일
- 번역본은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번역본과 영어본이 상충할 경우에는 영어본을 우선으로 합니다.

(v)

인터넷 뱅킹 해외 송금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PBe 인터넷 뱅킹 해외 송금 사용 방법 입니다
1. PBe 인터넷 뱅킹 로그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2. "Fund Transfer"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3. "Foreign Remittance"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4. "Telegraphic Transfer"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5. 이용 약관을 읽고 "Accept"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6. 계좌를 선택 해주시기 바랍니다
7. 송금 통화을 선택 해주시기 바랍니다
8. 보내실 금액을 입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9. 필요한 정보을 입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10. "Next"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11. 수수료 부담“Shared” 혹은 “Beneficiary”를 선택 해주시기 바랍니다
12. “Next”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13. 수취인 정보 와 수취은행을 입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14. “Next”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15. "Request PAC Now"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16. PAC Number 입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17. "Confirm"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SecureSign Token 사용하시는 고객님
15. SecureSign Token 의 전원 버튼을 키시고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인터넷뱅킹 화면에 있는 (1) 과 (2) 번호를 SecureSign Token 에
입력하시면 SecureSign Code 가 나옵니다.
16. “SecureSign Code”입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17. “Confirm”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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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어떤 환율이 적용됩니까?
i. Counter Rate
ii. Contract Spot / Forward
iii. Cross Currency
인텨넷뱅킹에서 환율 고시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Contract Spot /

Forward 와 Cross Currency환율 적용할 경우Treasury Dealers와 사전 합의에
의해 필요 합니다.

(vii)

송금 가능한 금액이 얼마 입니까?
송금 가능한 금액이 인터넷 뱅킹에 설정 된 이체 한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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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ESIGN
(i)

SecureSign이란 무엇입니까?
SecureSign은

OTP(One

Time

Password)발생기입니다.

PBe

혹은

PB

Enterprise전자금융 거래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 기기입니다.

(ii)

법인 계좌SecureSign Token수수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인터넷뱅킹 페키지에 따라 (Basic / Premium Package)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iii)

개인 계좌 SecureSign Token 수수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iv)

SecureSign Token고장이나 건전지가 없는 경우 SecureSign Token 재발급을
어떻게 받습니까?
계좌 개설 지점 방문해서 SecureSign Token 무료교체 받을수 있습니다.
보통은 4년이상 사용할수 있습니다.

(v)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비밀번호 입력이 6회 이상 틀인 경우엔 SecureSign Token창에 “Lock Code”가
나옵니다. 계좌 개설 지점에 문의하여 무료로 해제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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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퍼블릭 은행은 고객님에게 사전 통지 없이 수시로 이러한 FAQ 를 변경, 수정, 삭제 또는 추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 마지막 업데이트: 2021 년 11 월 15 일
- 번역본은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번역본과 영어본이 상충할 경우에는 영어본을 우선으로 합니다.

(vi)

SecureSign

Token고장이나

분실하였을

경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합니까?
SecureSign Token 손상되었거나 분실된 경우엔 즉시 PBe Helpdesk 전화 032179 9999 또는 계좌 개설 지점에서 신고해며 분인 직접 SecureSign Token을
무료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vii)

법인 계좌 발급 할수 있는SecureSign Token개수 제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viii)

저는PBe개인 계좌 SecureSign Token 사용자인데 법인 계좌의SecureSign
Token연결 할수 있습니까?
네 연결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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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블릭 은행은 고객님에게 사전 통지 없이 수시로 이러한 FAQ 를 변경, 수정, 삭제 또는 추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 마지막 업데이트: 2021 년 11 월 15 일
- 번역본은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번역본과 영어본이 상충할 경우에는 영어본을 우선으로 합니다.

INTERBANK GIRO (IBG) 국내 이체
국내 이체 소요시간 어떻게 됩니까?
송금인 거래한 시간 다르며 수취 시간은 하기 스케줄을 따라 다릅니다.
송금인 거래한 시간

수취 시간

영업일 (월요일–

오전 5:00 전

당영업일

오전 11:00 까지

금요일)
오전 5:01 – 오전 8:00

오후 2:00 까지

오전 8:01 – 오전 11:00

오후 5:00 까지

오전 11:01 – 오후 2:00

오후 8:20 까지

오후 2:01 – 오후 5:00

오후 11:00 까지

오후 5:00 이후
토요일,일요일,쿠알라룸푸르 휴일

다음 영업일

오전 11:00 까지

다음 영업일

오전 11:00 까지

참고:
1. Interbank GIRO 국내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2. 이체는 수취 은행 수락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수취 은행 수락 하지 않은 경우 송금인
계좌로 다시 입금 됩니다.
3. 입력 수취 계좌번호만 따라 이체처리가 됩니다.수취계좌 및 수취인명확인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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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블릭 은행은 고객님에게 사전 통지 없이 수시로 이러한 FAQ 를 변경, 수정, 삭제 또는 추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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