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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스타클럽 선정기준 KB스타드림 서비스

고객님의 라이프 &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서비스 컨텐츠를 통해 오늘을 더욱 가치있게 만드는 

『KB스타드림』 서비스 입니다.

KB마에스트로 서비스
(프리미엄 서비스)

※ 프리미엄스타 고객은 두가지 기준 중 한가지만 해당되면 선정됩니다.
※ 총 자산은 은행자산(총예금평잔), 손해보험(저축성 보험 제외)/생명보험(푸르덴셜생명 포함)

자산(총납입보험료), 증권자산(주식평가액, 펀드평잔, 기타상품평잔) 의 최근 3개월 평잔 합계입니다.
(단, 손해보험/생명보험 자산은 산출일 기준 정상계약에 한함)

※ 무보증 신용대출 서비스 제공기준인 본인 은행등급은 KB국민은행 평점 및 은행자산만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 KB금융그룹 계열사별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등급이 상향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계열사 우대등급에 지정된 

우대서비스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그룹 MVP스타고객 중 직전연도 기준 그룹(은행, 증권, 손해보험, 카드, 푸르덴셜생명,      
생명보험) 에서 선정된 2개사 이상 MVP스타등급에 12개월 중 6회이상 선정되고, 매년 12월말 
기준 2개사 이상 MVP스타 등급으로 유지된 고객에게 등급에 해당하는 해택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계열사별 MVP스타 선정기준

제공내용

구 분 은행 증권 손해보험 카드 푸르덴셜생명 생명보험

MVP스타
선정KB평점

10,000점
이상

10,000점
이상

2,000점
이상

1,500점
이상

10,000점
이상

2,000점
이상

구 분 2MVP 3MVP 4MVP 5MVP 이상

제공 서비스 10만원 상당 100만원 상당 300만원 상당 500만원 상당

※ 위의 KB평점은 각 계열사별 본인 평점 기준입니다.
※ 대상자 선정은 1년에 한 번이며, 선정시 각 계열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서비스 내용은 서비스 제공 시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서비스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각 계열사 등급에 대한 문의는 각 계열사 고객센터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 본 서비스는 KB금융그룹이 KB스타클럽 우수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최고등급 기준 제공)
※ 본 서비스는 KB국민은행 또는 제휴업체 사정에 따라 고객님께 사전통지 없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KB스타클럽제도에 관한 세부내용은 KB스타클럽제도 안내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서비스내용은 홈페이지/스타뱅킹을 통해 「KB스타드림」 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확인 가능합니다.

본서비스는 KB금융그룹이 KB스타클럽 우수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홈페이지 신청 :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KB고객우대제도

→ KB스타클럽 → 「KB스타드림」(로그인 필수)
●  스타뱅킹 신청 : KB국민은행 스타뱅킹 앱(App) → 생활/혜택 → 
                          「KB스타드림서비스」(로그인 필수)

MVP 로얄 골드 프리미엄

KB평점 KB평점 KB평점 KB평점

KB평점

총자산 총자산 총자산 총자산

10,000점 이상 4,000점 이상 2,000점 이상 1,000점 이상

3,000점 이상

3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1백만원 이상 1백만원 이상
or

하나.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중 원하는 시간에 신청(추첨식 운영)
둘.  카테고리별 서비스 신청
셋.  당첨 확인은 신청 다음날 오전 10시 KB스타드림 서비스 “MY 쿠폰함” 에서 확인

여행

문화/생활F&B

쇼핑



KB금융그룹의 고객우대제도

KB스타클럽
2/4

KB금융그룹제공 우대서비스

KB국민은행 우대서비스

KB국민카드 우대서비스

수수료 우대서비스

금융우대 서비스

예금금리 우대서비스

무보증 신용대출 서비스

특별 우대서비스

※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면제기준(다른 은행으로의 이체 포함)은 KB국민카드를 이용하여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 금액은 고객님이 내셔야 할 금액입니다.
※ 일정기간 동안 고객별로 수수료 우대항목별 우대횟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KB국민은행이 KB스타클럽(최근 3개월 이내 KB국민은행에 계좌를 보유한 고객)고객님께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본 안내장의 내용은 고객님께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규가입시점의 고객등급에 따라 금리우대폭이 결정됩니다.
※ 정기예금은 등급별 우대금리 범위내에서 영업점장이 우대폭을 결정하며, 만기해지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일반정기적금 및 상호부금은 전 회차를 납입할 경우에 적용(자유적립식 제외)됩니다.
※ 금리우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만기해지 당시 채권추심 또는 전부명령 등록된 계좌
※ 예금금리 우대서비스는 순수개인(개인사업자 제외)고객에게 적용됩니다.

※ 최초년도 기본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KB국민카드 우대서비스는 KB국민카드 최고등급기준으로 제공됩니다.
※ KB국민카드 우대서비스는 KB스타클럽 제도 운영정책에 따라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카드 고객센터(1588-16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장의 내용은 고객님께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보증 신용대출 서비스는 KB국민은행 평점 및 자산만을 기준으로 선정된 본인 은행등급 기준이며,
등급선정일로부터 1개월간 적용됩니다.

※ 무보증 신용대출과 비대면 무서류대출의 합계액은 무보증 신용대출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비대면 무서류대출 한도는 이미 취급된 무보증 신용대출을 차감하고 산정합니다.

※ 부채과다자 및 부실징후 해당자는 대출거절 또는 대출한도가 하향 적용될 수 있습니다.
※ KB국민은행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평가결과에 따라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한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례용품 지원 서비스는 고인대상 1회에 한하여 장례예식종료전 지원 가능하며, 종료후(미이용시 등)에는
제공 불가합니다.

(○: 수수료 면제, %: 우대율)

(단위: 연 %, 세금공제전)

(본인 은행등급 기준)

(KB국민은행이 KB스타클럽 고객님들께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입니다)

수수료 종류 MVP 로얄 골드 프리미엄

창구 송금 수수료(다른 은행으로 송금) ○

통장(증서) 재발급 수수료 ○ ○ ○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 ○ ○ ○

제사고 신고 수수료 ○ ○ ○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일반) ○ ○ ○

자기앞수표 교환전 자금화 수수료 ○ ○

예금거래 조회 수수료(창구처리) ○ ○ ○ ○

명의변경 수수료 ○ ○ ○

보관어음 수수료 ○ ○

대여금고 임차 보증금 ○ ○

대여금고 이용 수수료 ○ ○

직불카드 발급 수수료(재발급 포함) ○ ○ ○ ○

어음/수표 용지 대금 ○

가계당좌 신용평가 수수료 ○

당좌예금 신용조사 수수료 ○

자동화기기 영업시간외 이용 수수료 ○ ○ ○ 300원

자동화기기 타행이체 수수료 ○ ○

OTP발급 수수료
(인터넷뱅킹/폰뱅킹)

일반형 ○ ○

스마트형 ○ ○ ○

카드형 ○

폰뱅킹
이체 수수료

ARS
국민은행으로 송금 ○ ○ ○ ○

다른 은행으로 송금 ○ ○ ○ ○

상담원
국민은행으로 송금 ○ ○ ○ ○

다른 은행으로 송금 ○ ○ ○ ○

인터넷뱅킹/스타뱅킹
이체 수수료

국민은행으로 송금 ○ ○ ○ ○

다른 은행으로 송금 ○ ○ ○ ○

입출금내역 Fax/전화
통지 수수료

월정액형 ○ ○ 400원 400원

건별형 ○ ○

입출금내역 문자
통지 수수료

월정액형 ○ ○ 400원 400원

건별형 ○ ○

은행간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 ○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

CMS 이용 수수료

인터넷뱅킹 ○ ○ ○

폰뱅킹
ARS ○ ○ ○

상담원 ○ ○ ○

자동화기기 ○ ○ ○

창구이용 ○ ○ ○

해외 외화송금 수수료 ○ 50%

환전시 현금매매율 우대 1.0% 0.3%

예금종류 MVP 로얄

국민수퍼정기예금
(고정금리형) 0.15%p 이내 0.1%p 이내

일반정기적금
KB 상호부금 0.15%p 0.1%p

구 분 MVP 로얄 골드 프리미엄

기본연회비 면제 ○ - - -

전가맹점 3~2개월 무이자할부
(5만원 이상 결제시) ○ ○ -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국민은행 ATM 이용 시

이용수수료 면제
○ ○ ○ ○

구 분 대출한도

무보증 신용대출

MVP스타 최고 2억원까지

로얄스타 최고 1억원까지

골드스타 최고 5,000만원까지

비대면 무서류대출

MVP스타

최고 5,000만원까지로얄스타

골드스타

서비스내용 대상고객(등급)

장례용품 지원 서비스 MVP스타

세무·법률·부동산 상담 서비스 MVP스타(본인 은행등급)·로얄스타(본인 은행등급)

대여금고 무료이용 서비스 MVP스타·로얄스타

영업점 VIP라운지 이용 서비스 MVP스타(최고등급)·로얄스타(본인 은행등급)

투자 및 자산관리세미나 초대 영업점장 추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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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생명보험 우대서비스
우대서비스 : 제휴보험(대중교통재해보장보험) 가입

※ 제휴보험은 은행/카드/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각 계열사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하신
고객님께 제공됩니다.(보험기간 : 1년)

※ 세부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KB생명보험 우대서비스는 시행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KB스타클럽 고객 전체

지급사유 지급액

대중교통
재해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로 인하여 사망했을 때 5,000만원

대중교통
재해장해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5,000만원
*해당장해지급률

KB캐피탈 우대서비스
대출(할부)금리 할인서비스

※ KB캐피탈 우대서비스는 KB캐피탈 최고등급기준으로 제공됩니다.

구 분 MVP 로얄 골드 프리미엄

신용대출 1.00%p 0.70%p 0.50%p -

전세대출 0.10%p 0.07%p 0.05%p -

상용차할부(신차) 0.50%p 0.30%p 0.10%p -

상용차대출(중고) 0.50%p 0.30%p 0.10%p -

중고오토론 1.00%p 0.70%p 0.50%p -

KB저축은행 우대서비스
수수료/금리우대 서비스

주1) KB착한정기적금/KB일반정기적금/KB착한e-plus정기적금/KB일반e-plus정기적금 신규고객
※ KB저축은행 우대서비스는 KB저축은행 최고등급기준으로 제공됩니다.

구 분 MVP 로얄 골드 프리미엄

인터넷뱅킹/ kiwibank 
송금수수료

무료

금리우대주1) 0.1%p 금리우대

KB손해보험 우대서비스
제휴보험(금융사기 피해 보상 담보) 무료 가입 서비스

※ 제휴보험은 은행/카드/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그룹 계열사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가입신청을 하신
고객님께 제공됩니다.(보험상품명 : 플러스사랑단체보험Ⅱ, 보험기간 : 가입신청 익일부터 1년)

※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 금액 등 세부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KB손해보험 우대서비스는 별도 통보 없이 시행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KB스타클럽 고객 전체

지급사유 지급액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해 보장

피보험자가 전화금융사기로 금전상의 피해
(관할경찰서에 신고 후 사기 피해 확정)를 입은 경우 금전상 피해액의 70% 해당액

메신저금융사기
(메신저피싱)

피해 보장

피보험자가 메신저금융사기로 금전상의 피해
(관할경찰서에 신고 후 사기 피해 확정)를 입은 경우 금전상 피해액의 70% 해당액

구 분 MVP 로얄 골드 프리미엄
공모주 청약 우대 2.5 배수 청약 -

수수료
온라인/모바일/ARS 무료

영업점 창구 무료 4,000원

공모주 청약업무 우대서비스

구 분 MVP 로얄 골드 프리미엄

이자율우대 1.5%p이내 0.50%p이내 0.30%p이내 0.20%p이내

예탁담보대출 이자율 우대 혜택

※ 이자율 우대 혜택 서비스는 고객등급형금리 상품 선택 시 적용됩니다.
※ 고객등급은 이자납부일의 고객등급이 적용됩니다.

구 분 통 화
MVP 로얄/골드/프리미엄

온라인 오프라인 오프라인

할인율

USD/EUR/
JPY(100) 전신환율에 50%(기본) 전신환율에 30%(기본)

+최대 50% 추가할인
전신환율에

10% ~ 50% 할인

HKD/CNY 전신환율에 20%(기본) 전신환율에 30%(기본)
+최대 20% 추가할인 전신환율에 20%할인

할인액
USD/EUR/
JPY(100) 5.0원(기본) 3.0원(기본) ~ 8.0원(최대) 1.0원 ~ 5.0원(최대)

HKD/CNY 0.3원(기본) 0.45원(기본) ~ 0.75원(최대) 0.30원

해외주식 환전수수료 할인

※ 온라인 환전 시 HTS, MTS에서 자동 할인 적용
※ 오프라인 환전 시 우대환율 적용을 위해서는 주거래영업점 통한 기간별 협의환율 등록 필요
※ 평일 오전 09:00 ~ 오후 04:00까지만 우대환율 적용 가능

고객센터(02-1588-6611) 전화시 통화대기 1순위 배정

MVP스타 고객 전담 상담원 서비스 제공

업무수수료 우대서비스
항 목 MVP 로얄 골드 프리미엄

이체/
대체

타사이체

온라인/모바일/
ARS/정기송금

무료

무료
무료

500

지점창구/
유선고객센터 1,000

타사대체출고 지점창구 2,000 2,000
현물출고 10,000 10,000 10,000

매체
발급

보안카드
재발급 지점창구

무료

무료

카드/통장
재발급 지점창구 1,000 2,000

OTP발급 신규/재발급 2,000 4,000
잔고증명서 지점창구 무료

질권설정승낙서 지점창구 5,000 5,000
able체크카드 SMS알림서비스 300 300

(원)

구 분 MVP 로얄 골드 프리미엄 일반
주식 등 매매수수료 0.010% 0.012% 0.015%

선물
지수선물 0.0015% 0.0020% 0.0030%
주식선물 0.0034% 0.0040% 0.0060%

옵션
지수옵션 0.075% 0.100% 0.150%
주식옵션 0.10% 0.15% 0.20%

KB증권 우대서비스
매매수수료 우대서비스

※ 주식 등 : 주식, ETF, ETN, ELW, 신주인수권증서 종목 적용
※ 지수선물 : 코스피200선물, 미니코스피200선물, 지수옵션 : 코스피 200옵션, 미니코스피 200옵션
※ 수수료 우대서비스는 은행에서 계좌개설한 고객대상이며 STAR 수수료제도(maSter 클럽) 신청고객이 인터넷매체

(HTS, 홈페이지)를 통한 매매주문시 상기 수수료가 적용됩니다.(HTS, 홈페이지 외 주문시 일반고객 수수료 적용)
※ 수수료 우대서비스는 프리보드 및 단주매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적용수수료)



KB금융그룹의 고객우대제도

KB스타클럽
4/4

KB스타클럽 제도

KB스타클럽 가족고객제도

KB스타클럽제도란 고객님께서 KB금융그룹 내 계열사(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푸르덴셜생명, KB생명보험)와 거래하신 모든 상품 및 각종 거래실적을 종합하여
KB스타클럽 고객으로 선정하고 고객등급에 따라 우대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제도로 모든 
금융 거래를 KB금융그룹으로 집중하시면 더욱 유리합니다.
(KB저축은행, KB캐피탈 : 우대서비스만 제공)

주고객 및 가족고객의 6개 계열사(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푸르덴셜생명, KB생명보험) 거래실적을 합산하여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상고객 |

가족고객 실적합산 대상 |

거래실적 범위

선정개요

선정개요

개인 및 개인사업자

주고객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

구 분 항 목 기 준 단위점수

KB국민은행

총예금
평균잔액

(이하 평잔)

입출금예금평잔(MMDA 제외) 10점/10만원

신탁, 투신(MMF제외), 방카슈랑스 평잔 6점/10만원

예금평잔(MMDA, MMF 포함) 4점/10만원

총대출 평잔 대출평잔(가계, 기업) 3점/10만원

외환거래실적 환전, 송금, 외화수표매입 1점/10만원
(최고 800점)

주거래이체

급여(연금)이체주1)

(최근 3개월 이내 2개월 이상 이체할 경우) 500점

가맹점 이체 최근 3개월간 
1개월 이상 각각
자동이체를 한 경우
항목별 인정

이체 시 500점

KB카드결제 이체 시 200점

공과금이체 이체 시 50점

아파트관리비이체 이체 시 50점

디지털 서비스

KB스타뱅킹 이용 100점

Liiv 이용 100점

오픈뱅킹 서비스 100점

손으로 출금 서비스 50점

통신 서비스 Liiv M 이용 200점

거래기간 최초 거래일 기준 당행 거래년수 10점/1년
(최고 300점)

KB증권

주식평가금액(예수금 포함) 2점/10만원

주식, 선물, 옵션(해외포함) 약정금액주2) 5점/100만원

펀드, ELS평잔(MMF 제외) 6점/10만원

기타 상품 평잔 (채권, Wrap, 신탁, CMA, 퇴직연금, 현금성) 4점/10만원

신용대출, 예탁증권담보대출, 매도자금담보대출 평잔 10점/10만원

「Prime Club」서비스 가입유지기간
(최초가입일 기준 가입유지일수)

30일당 5점
(최고 100점)

KB손해보험

보장성 보험(정상계약) 월납보험료 (신규/계속 보험료 동일) 100점/10만원

보장성 보험(정상계약) 기납입보험료주3) 20점/100만원

보험계약 대출 평잔 3점/10만원

거래 상품군 개수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퇴직연금, 보험계약대출)

10점/건
(최고 50점)

모바일 대표앱 설치/유지 10점

KB국민카드주4)

신용구매 결제금액(KB국민비씨카드 포함) 6점/10만원

체크카드 결제금액 3점/10만원

단기/장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평잔 6점/10만원

주요항목 카드 자동납부실적
(아파트관리비, 전기, 도시가스, 통신요금, 초중고납입금, 4대사회보험)

20점/항목
(최대 80점)

최초 거래일 기준 KB국민카드 거래년수 3점/1년
(최대 90점)

직전월 KB PAY 결제실적 유무 20점

직전월 리브메이트 활동 20점

구 분 내 용

선정방법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거래실적에 따라 자동 선정

선 정 일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 선정

우대기간 선정일로부터 6개월간 적용

구 분 내 용

선정방법

가족을 대표하는 고객(이하 ‘주고객’)과 가족고객의 KB금융그룹(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푸르덴셜생명, KB생명보험) 거래실적을 합산하여 산출된 
평점 및 자산금액에 따라 등급 선정
단, 가족고객의 주거래이체, 디지털서비스, 통신서비스, 거래기간은 실적합산에서 제외

선 정 일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 선정

주1) “계약에 의한 급여이체 또는 스타클럽 인정에 의한 수기급여이체 또는 상품(직장인우대통장, 국민ONE통장,
KB연금우대통장, KB Welcome통장, KB 마이핏통장)에 의한 급여이체” 중 월평균금액이 50만원 이상이고 
월 누적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주2) 영업점(Off-line)주식약정 수수료 대비 주식(On-line)/선물/옵션 약정 수수료의 상대적 비율에 따라 주식
(On-line)/선물/옵션 약정금액을 환산한 금액

주3)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해당금액 차감
주4) 개인고객에 한함(개인사업자 제외)

※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당행이 관리하지 않는 자산 등 일부상품은 실적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KB금융그룹 계열사별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KB스타클럽고객 자격부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고객은
해당 계열사에서는 KB스타클럽 등급 선정제외 및 자격해지 됩니다.

※ KB금융그룹 내 각 계열사에서 적용되는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안내 내용은 별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근 3개월 이내 KB국민은행 계좌를 보유한 가족고객(단, 실적합산을 신청한 고객)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이미 은행실적합산 신청된 가족고객의 경우도 계열사거래실적합산은 별도로 신청한 고객에 한합니다.

(KB국민은행 영업점 방문)
※ 최근 3개월내 발행된 가족관계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구비하여 거래 영업점 방문 후 가족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는 KB국민은행에서 등록된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합산됩니다.

푸르덴셜생명

보장성 보험(정상계약) 총납입보험료(5년한)주3) 6점/10만원

저축성 보험(정상계약) 총납입보험료(5년한)주3) 2점/10만원

보험계약 대출 평잔 3점/10만원

KB생명보험

보장성 보험(정상계약)의 총납입보험료주3) 6점/10만원

저축성 보험(정상계약)의 총납입보험료주3) 2점/10만원

보험계약 대출 평잔 3점/10만원



※ KB증권은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자산가격변동>,<환율변동>,<신용등급하락>등에 따른 원금손실(일부 또는 전액) 

발생이 가능하며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KB증권 우대서비스는 별도 통보없이 시행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KB증권 우대서비스는 KB증권 최고등급기준으로 제공됩니다.
※ 자세한 상담은 KB증권 홈페이지(www.kbsec.com) 및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물(옵션)거래는 원금초과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좌 잔고가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이 강제 청산될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거래시 적정 담보비율 미달 시 기한내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담보

증권이 임의 처분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주식수수료 온라인기준 0.25%(매도시 0.00051%)제비용 별도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PRIME CLUB 서비스 무료 체험 종료 후 서비스 이용료 1만원 자동출금됩니다.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2873-001호(2021.10.26)
KB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1-1514호(2021.07.08 ~ 2022.04.08)
K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579호(2021.11.19 ~ 2022.11.18)
KB국민카드 준법감시인 심의필 210129-00260-TIF(2021.01.29)
푸르덴셜생명 준법감시인확인필-SM-2102007-3
KB생명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2017 제229호(2017.06.21)
KB캐피탈 준법감시인 심의필 준법-20210913-0002(2021.09.13)
KB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46호(2021.02.26)

고객센터  |  1588-9999, 1599-9999
KB국민은행 홈페이지  |  www.kbsta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