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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lgamated 세이브 포 
칼리지 은행 계좌 개설 방법

대학 학자금을 저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NYC Kids RISE는 모든 가정이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nyckidsrise.org/options를 방문하시거나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Save for College Program) 워크숍에 참석하셔서 대학 학비 및 직업 교육 저축 옵션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 알맞은 대학 학비 저축 방법 중 하나는 Amalgamated 세이브 포 칼리지 은행 계좌입니다.

 »  부모/보호자 또는 다른 가족이 소유하며 자녀가 수혜자인 Amalgamated Bank의 전통적인 
저축 계좌입니다.

 »  이 계좌를 통해 가족들은 보증 금융 기관에서 저축하고 예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은행이 파산해도 예금은 최대 $250,000까지 보장됩니다.1

 »  이 계좌에 있는 예금에는 이자가 발생하며 이자는 과세 대상입니다. 

 »  이 계좌에 대한 월간 유지 비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계좌에는 거래 수수료가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malgamated Bank에 800-662-086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해당 지점의 요금 
일람표를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유형의 계좌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계좌 소유주의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개인 납세 식별 번호(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W8 증서.

 »  연방 또는 주 정부 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있는 유효한 ID 또는 IDNYC 시 ID. IDNYC 카드를 
사용할 경우, 케이블 청구서나 전기요금 청구서와 같은 추가적인 주소지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  귀하의 주소 및 생년월일.
 »  자녀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  귀하의 이메일 주소(권장).

이러한 계좌는 어떻게 개설하여 연결할 수 있나요?
 »  이 계좌를 개설하려면 뉴욕시의 Amalgamated Bank 지점을 방문하여 Amalgamated 세이브 포 
칼리지 은행 계좌의 개설에 대해 상담하십시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지점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1표준 예금 보험 보장 한도는 각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보증 은행의 소유권 카테고리마다 1인당 

$250,000입니다. 다른 소유권 카테고리에 있는 예금은 별도로 보장되며 동일한 은행의 예금이라고 해도 최대 $250,000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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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계좌는 온라인이나 전화로 개설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계좌를 개설한 후에는 온라인 및 모바일 뱅킹 액세스로 계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액세스는 은행 웹 사이트 amalgamatedbank.com에서 등록하십시오.

 »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 NYC Kids RISE와 계좌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이 계좌를 
자녀의 NYC 장학금 계좌(NYC Scholarship Account)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언어가 지원 가능한가요?
 »  영어는 모든 지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Amalgamated Bank 문서는 영어로 제공됩니다.
 »  스페인어는 전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지점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지점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온라인이나 전화로 계좌 개설이 가능한가요?
 »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계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  Amalgamated Bank에 800-662-0860번으로 문의하십시오.
 »  가까운 Amalgamated Bank 지점을 방문하십시오.
 »  nyckidsrise.org/options을 방문하십시오.

 
뉴욕시와 뉴욕시 교육부(NYC Department of Education)는 NY 529 Program Manager에 대해 보증 또는 추천을 
하지 않으며, 지배, 소유 또는 제휴 관계가 아니고, 가족들이 세이브 포 칼리지 프로그램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하여 특정 대학 학자금 저축 또는 다른 투자 수단에 대해 보증이나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뉴욕시의 Amalgamated Bank 지점
Amalgamated 세이브 포 칼리지 은행 계좌는 다음 장소에서 개설하여 연결할 수 있습니다:

Union Square 
10 East 14th Street 
New York, NY 10003 
212-823-8708

Co-op City
2067 Bartow Ave.
Bronx, NY 10475 
718-671-1800

Bedford-Stuyvesant
1212 Fulton Street
Brooklyn, NY 11216
718-510-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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