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 씨티 리워드 카드 약관 신구조문대비표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고객 유의 및

알아야 할 사항

※ 해외 이용 시 이용금액에 국제카드사 수수료

(Visa/MasterCard의 경우 1.0%)를 포함하여 매입일

자의 한국씨티은행 최초고시 전신환 매도율 적용 후

해외이용 수수료(사용금액의 0.25%)가 포함된 금액

이 청구됩니다. 제3국의 통화(KRW 거래 포함)는 미

국 달러로 환산되어 제공됩니다.

※ 해외 이용시 (해외사이트 거래 포함) 미화 (USD)기준

거래미화금액에 접수일의 한국씨티은행 최초 고시 전신

환 매도율을 적용한 후, 국제브랜드사가 부과하는 국제

브랜드 수수료(마스터/비자,1.0%)와 씨티카드가 부과하

는 해외서비스 수수료(0.25%)를 포함하여 원화로 청구

됩니다.

 • 해외 이용시 청구금액 산출방법

  * 해외 이용시 청구금액=(거래미화금액×전신환 매도

율) + 국제브랜드 수수료 + 해외서비스 수수료

   1. 전신환 매도율 : 접수일의 한국씨티은행 최초고시

전신환 매도율

   2. 국제브랜드수수료=(거래미화금액×국제브랜드 이

용수수료율 1.0%)×전신환 매도율

   3. 해외서비스수수료=(거래미화금액×해외서비스 수

수료율 0.25%)×전신환 매도율

※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 거래 시(DCC)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현지통화 또는 미화로 거래하시기 바랍니

다.

해외 원화결제 차단 방법: 씨티은행 홈페이지

(www.citibank.co.kr) 로그인 ▶ 씨티카드 ▶ 설정/서비

스 ▶ 카드사용등록/해제 ▶ 해외원화결제 정지/해제

▶ 서비스 등록 및 해제 바로가기

해외 이용시 청구 금액 산출 방법

및 해외 원화결제 차단 방법 내용

추가

가족회원 카드한도

별도 설정 가능

※ 고객센터(1566-1000)로 요청하시거나, 씨티카드

홈페이지

(www.citicard.co.kr) ▶ 씨티카드 ▶

▶ 금융서비스 ▶ 카드이용한도/한도상향 메뉴에서

직접 설정 가능

※고객센터(1566-1000)로 요청하시거나, 씨티은행 홈페

이지

(www.citibank.co.kr) 로그인 ▶ 씨티카드 ▶ 금융서비스

▶ 카드이용한도/한도상향 메뉴에서 직접 설정 가능

홈페이지 주소 변경

개인신용카드 공통

유의사항 안내

※연체이자율(약정이율+최대 연3%)은 정상이자율

(회원별,이용상품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법정 최

고금리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연체이자율(약정이율+최대 연3%)은 정상이자율(회원

별,이용상품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법정 최고금리(최

고 연 24%이내)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문구 추가

이월약정(리볼빙)

※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 대상 거래, 추가

결제 방법등 자세한 내용은 씨티카드 홈페이지

(www.citicard.co.kr) ▶씨티카드 ▶금융서비스 ▶일

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 참조

※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 대상 거래, 추가결제

방법등 자세한 내용은 씨티은행 홈페이지

(www.citibank.co.kr) ▶씨티카드 ▶금융서비스 ▶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 참조

홈페이지 주소 변경

기타

고객센터 1566-1000

카드신규발급 상담 1566-8300

고객센터  1566-1000

카드 신규발급 상담  1566-8300

상품개발부서  카드상품부
상품개발부서 추가

특별적립가맹점 신세계몰 SSG.com
신세계몰을 통합 Mall 명칭인

SSG.com으로 변경

씨티포인트

※ 씨티 포인트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씨

티카드 홈페이지(www.citicard.c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씨티 포인트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씨티은

행 홈페이지(www.citibank.c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홈페이지 주소 변경

연회비 ※ 가족 카드의 경우 연회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족카드 연회비 안내문구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