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하나카드-신세계百 제휴카드 2종 출시

최대 10% 할인 혜택…신세계 포인트 무제한 적립

으로 최대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로 신세계 포인트 가맹점 이용 시 0.2%
적립(무제한), 스타벅스 이용 시 5% 적립(월
한도 5천원), 버스·지하철 월 3만원 이상 이
용 시 7% 캐시백(월 한도 5천원), 신세계백
화점 무료 주차권 혜택이 제공된다.
최근 디지털 트렌드에 맞춰 'SSGPAY' 앱에
서 해당 제휴카드를 신청할 경우 즉시 발급
된다.
또 'SSGPAY' 앱 자동등록을 통해 실물카드

신세계 하나 체크카드

없이도 신세계백화점 및 전국 시코르 매장
하나카드(대표이사 정수진)가 신세계백화점(대표이사 장재영)과 함

등에서 바로 결제할 수 있어 손님의 편의성이 높아졌다.

께 '신세계 하나 체크카드' '시코르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한편 하나카드와 신세계백화점 제휴카드 출시기념으로 11월 4일까

'신세계 하나 체크카드'는 하나카드 손님이 신세계백화점 이용 시 백

지 신세계백화점에서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됐다.

화점 자사 회원에게 제공하는 최대 5% 할인에 추가 5% 캐시백(월 한

이번에 출시된 제휴카드로 결제 시 신세계백화점 식품관에서 매 주말

도 3만원)으로 최대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요일~일요일) 한우, 꽃게, 새우 등 신선 식품을 특가로 구매할 수

추가로 신세계 포인트 가맹점 이용 시 0.2% 적립(무제한), 버스·지하

있다.

철 월 3만원 이상 이용 시 7% 캐시백(월 한도 5천원), 신세계백화점

식당가와 아카데미(문화센터) 강좌에서 각각 30%와 50% 현장할인

무료 주차권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함께 출시된 하나카드의 '시코르 체크카드'는 신세계백화점의 자

하나카드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하나카드로 10만원 이상 결제 시 상품

체브랜드인 '시코르' 혜택에 초점을 맞춘 상품이다.

권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됐다.

하나카드 손님이 신세계백화점 내 시코르 매장 이용 시 백화점 자사

하나카드 조태복 채널영업본부장은 "이번에 출시한 2종의 신세계백

회원에게 제공하는 최대 5% 할인에 추가 5% 캐시백(월 한도 2만원)

화점 제휴카드는 기존 제휴카드와 달리 상품 서비스 혜택을 신세계
백화점에 집중, 최대 1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
징"이라며 "하나카드와 신세계백화점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손님 맞춤
형 서비스 제공 등 전략적 제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세계 하나 체크카드' 및 '시코르 체크카드'의 연회비는 없다.
카드신청 및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나카드 홈페이지(www.
hanacard.co.kr), SSGPAY 앱 및 가까운 KEB하나은행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코르 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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