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리워드카드 상품설명서 변경 전/후 비교표
주요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 특별포인트 적립 가맹점 및 적립율 –
엔터테인먼트 항목

| 특별포인트 적립 가맹점 및 적립율 –

가맹점

엔터테인먼트 항목
가맹점

적립율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미스터도넛, 불고기브라더스,
파파존스, 빈스앤베리즈, CGV,

20%

리버리포함), TGIF, 미스터도넛
20%

빈스앤베리즈, CGV, 롯데시네마,
63스퀘어, 설악워터피아,
경주 뽀로로 아쿠아빌리지

롯데시네마, 63스퀘어,
특별 포인트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아웃백딜
불고기브라더스, 파파존스,

세븐스프링스, TGIF,

적립율

*경주스프링돔 가맹점명 변경사항 반영 (경주뽀

설악워터피아, 경주스프링돔

로로아쿠아빌리지)

적립 가맹점

*세븐스프링스 폐업으로 가맹점 삭제
*아웃백딜리버리 서비스 신규 추가

추가/변경

| 특별포인트 적립 가맹점 및 적립율 –

| 특별포인트 적립 가맹점 및 적립율 –

쇼핑 항목

쇼핑 항목

가맹점

적립율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적립율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AK플라자,
대구백화점,

가맹점
갤러리아백화점, AK플라자,

홈플러스,

5%

대구백화점, 이마트(에브리데이,

CJ오쇼핑, 현대Hmall,

트레이더스 포함), 홈플러스,

CU(구훼미리마트), 인터파크, 11번가,

CJ오쇼핑, 현대Hmall, CU, 인터파크,

신세계몰, 갤러리아몰

11번가, SSG.com, 갤러리아몰

5%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트레이더스 추가
*(구훼미리마트) 문구 삭제
*신세계몰에서 SSG.com으로 혜택 확대

※ 빈스앤베리즈 설악점 및 빈스앤베리즈 Next
제외

당 문구 삭제

※ 인터넷 예매의 경우 CGV, 롯데시네마 홈페이
포인트/전월

* 빈스앤베리즈 설악점 및 Next 폐점에 따라 해

지를 통한 예매 시 특별 적립 적용

※ 인터넷 예매의 경우 CGV, 롯데시네마 홈페이
지 및 앱을 통한 예매 시 특별 적립 적용

사용액 관련

※ 해당 카드로 전월 1 일부터 말일까지 국내 일

※ 전월 사용액은 해당 카드로 전월 1일부터 말

명확한 안내

시불, 할부, 해외 일시불 이용금액이 전월 사용

일까지 이용한 일시불 및 할부 이용금액을 의

액이 되며, 전월 사용액에 따라 기본 적립률과

미하며 전월 사용액 산정은 승인 시점 기준으

월간 특별적립 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로 적용됩니다. 단, 해외 이용금액/후불교통

(해외 이용액/ 후불교통 이용액 및 기타 무승

이용액 및 기타 무승인 결제 건의 경우 매출

인 거래는 매입일 기준으로 산정)

전표 접수 시점(매입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를 위한 표현
변경 및 추가

-

없음 -

※ 할부금액은 구매한 월의 사용액에 산정됩니
다.

씨티포인트
적립 제외
대상 축소

| 씨티포인트 적립 제외 대상

| 씨티포인트 적립 제외 대상 – 상품권/

모든 무이자할부 및 할인 이용액,

기프트카드 구매(충전)금액 삭제 (포인트 기본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적립 대상 포함)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연회비, 지방세 납부액,
상품권/기프트카드 구매(충전)금액, 도시가스 요금
납부액, 포인트 사용분, 고용/산재보험 및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액, 해외사용 수수료를 포함한
각종 수수료

모든 무이자할부 및 할인 이용액,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연회비, 지방세 납부액,
도시가스 요금 납부액, 포인트 사용분,
고용/산재보험 및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액,
해외사용 수수료를 포함한 각종 수수료

전월 사용액
산정 제외
대상 축소

| 전월 사용액 산정 제외 대상

| 전월 사용액 산정 제외 대상– 상품권/

교통/주유 항목 사용액,

기프트카드 구매(충전)금액 삭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교통/주유 항목 사용액,

상품권/기프트카드 구매(충전)금액, 포인트 사용분,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고용산재보험, 지방세 납부액,

포인트 사용분, 고용산재보험, 지방세 납부액,

각종 수수료(해외사용 수수료 포함)

각종 수수료(해외사용 수수료 포함)

| 씨티포인트 사용

| 씨티포인트 사용 – 상품안내장에서 세
부 내용을 삭제하고,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을 통해 업데이트된 포인트 사용 정보를 확
인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요약해서 안내
하고자 함.

씨티카드
공통사항에
대한
요약 변경

※ 특별 포인트 적립한도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서는 기본 포인트 적립율 적용
포인트 적립

(기본 포인트 적립 한도 없음)

관련
혜택 및

※ 씨티 포인트 적립 시 기본적립과 특별

- 없음 -

적립은 중복 적립 불가

유의사항

※ 전월 사용액 및 특별적립한도는 본인 및

추가 안내

가족카드를 합산하여 적용됨
※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