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카드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이 설명서는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 보호 및 신용카드 계약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약관내용을 꼼꼼히 살펴본 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체결시 신용카드 회원이 꼭 알아야 할 사항】
◈ 회원은 발급된 카드를 받는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잃어버린 경우,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5조, 제 19조)
◈ 회원은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빌려주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안됩니다. (제5조)
◈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카드사는 신고접수일 기준으로 60일전까지의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다만, 회원의 고의나 과실로 부정사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됩니다. (제19조)
◈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자동이체계좌, 이메일, 가족회원의 가족관계 등이 바뀌었을 때에는
즉시 카드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3조)

【신용카드 약관의 주요 내용】
◈ (부가서비스) 카드사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을 새로 출시한 후 1년 이내에는 부가서비스를 줄이거나 없앨 수
없습니다. 또한 부가서비스를 줄이거나 없앨 경우에는 그 세부내용을 변경일 6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13조)
◈ (이용한도) 카드 이용한도는 카드발급을 신청할 때 회원이 신청한 금액과 카드사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회원이
신청한 금액 범위 이내에서 책정되며, 회원의 신용도가 변동되었을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이용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9조)
◈ (부정사용책임) 카드정보 해킹, 카드사의 정보유출 및 카드 위・ 변조로 인하여 발생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책임을 집니다. 다만, 회원이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등 회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부정사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제20조)
※ 신용카드 발급 계약 후 문의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상담센터(1588-456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hyundai.com)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명서는 이 카드 계약의 중요내용만을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이 설명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약관 및 안내장 등 세부 설명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 __________________(은)는(소속 __________________) 위 내용에 대하여 고객 __________________에게
설명하고, 이 설명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설명일자

.

.

.

계약담당자 ________________________(서명/날인)

・ 계약담당자 __________________(으)로부터 ( 핵심설명서 ), 상품안내장을 교부받고 ( 계약의 중요내용 )에 관해
상세하게 ( 설명을 듣고 이해 )하였습니다.
※ 귀하가 모집자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약관내용을 이해하신 경우 자필로 점선 표 안에 엷게 인쇄된 부분을
직접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일자

.

.

.

신청인 ________________________(서명/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