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ine 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
1.

온라인으로 개설하기 원하는 예금 상품을 선택하신 후 ‘Open Now’를 눌러 주십시오.

2.

“I am a new customer and a resident of California or Arizona”를 선택 하신 다음 ‘Continue’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온라인 으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예: SSN, Driver License, Email Addres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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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님이 거주하고 있는 State 와 Zip Code 를 입력하시고 Tax Status 를 선택 하십시오.

4.

Smartphone 이나 Tablet 을 사용하는 경우는 , 고객님의 운전면허증의 뒷면을 찍으시면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만약 PC 를 사용하신다면 , 고객님의 개인 정보, 집 주소 및 연락할 수 있는 정보를 입력 하여
주십시오. 별표(*)가 있는 칸은 필수 정보이므로 반드시 입력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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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rimary ID’ 종류를 선택 하시고 관련 정보를 입력 하십시오. 이는 고객님의 신분 확인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6.

동의서 및 공지사항에 필요한 모든 자료는 컴퓨터로 서명되고 승인됩니다. 계속 진행하시려면
전자서명 및 전자 협약서 등을 검토하신 다음 동의하여 주십시오.

7.

Username 과 Password 를 만들어주시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 하여 주십시오. 입력하신 Username 과
Password 는 고객님의 온라인 신청서에 재접속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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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만약 Joint Account 를 개설하시길 원하시면 Co-applicant 버튼을 선택해주시고, Co-applicant 의
개인 정보를 입력 하여 주십시오.

Co-Applicant 도 Primary user 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고유한 USER ID 와 PASSWORD 를 만드셔야
합니다.
9.

모든 정보입력이 끝나면, 고객님께서 제공해주신 정보로 인증절차가 시작됩니다.

10. 고객님 정보 인증이 끝나면, 계좌 개설에 관한 Disclosures 와 Agreements 에 동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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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현재 직업을 적어주시고, 해당되는 규제 질문에 체크해 주십시오.

12. 수혜자를 지정하시기 원하시면 Box 를 선택해주시고 고객님의 정보에 대하여 확인해 주십시오.

13. 새 계좌의 초기 입금을 위해 현재 고객님이 사용하고 계신 계좌 정보가 필요합니다. 계좌 정보를
입력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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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고객님의 이메일 주소 확인을 위해 고객님께서 제공해주신 이메일 주소로 보내드린 인증 번호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15. 고객님의 신원 확인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16. 고객님의 신청서에 E-sign 을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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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데스크탑에서 E-Sign 을 하실 경우는 아래의 Box 안에 고객님의 성함을 입력 하여 주십시오.

18. Smartphone 이나 Tablet 에서 E-Sign 을 하실 경우는 스크린에 직접 사인을 해 주십시오.

19. 신청서에 기재해주신 ID 정보에 관한 신분 증명서를 첨부해 주십시오.

20. Smartphone 이나 Tablet 으로 하실 경우 고객님의 신분 증명서를 사진을 찍으신 후 신청서에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21. 고객님의 온라인 계좌 신청과정이 완료되었습니다.

Page 7 of 8

Online 으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 하는 방법
1.

온라인 계좌로 입금하기 위해서 고객님의 기존 계좌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2.

계좌 개설시 입력했던 고객님의 기존 계좌 확인을 위해 유니티 은행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입력
하여 주십시오.

3.

고객님의 새 계좌 개설의 전과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고객님의 계좌에 관한 추가 정보는 이메일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외 문의사항 있으시면 888-733-2599 로 전화 주시거나 ebanking@unitibank.com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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