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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르익은 계절, 가을의 정취를 만끽해요

· 고객상담 1544-7000      · 준법감시 심의필 제20190812-Cpf-001호 (2019. 08. 12)      · 계약 체결 전 상세한 안내는 상품설명서와 약관 참조 / 소지하신 카드 연회비 및 서비스 상세 안내는 홈페이지 참조

· 연체이자율 :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 + 최대 3%, 법정 최고금리(24%) 이내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   - 무이자할부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 그 외의 경우 :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 (신규대출 기준)
·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고객맞춤형 DIY카드 2종 출시!
직접 고르실래요? 알아서 챙겨드릴까요?

* 전월 이용금액 40만원 이상인 경우 월 적립한도 내 혜택 제공되며, 자세한 적립한도 및 실적조건은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 참조

*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 신규출시 (2019. 7.11) 이후 3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됩니다.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19-C1g-07047호 (2019. 08. 06) 

Deep Making / Deep Taking 공통
[멀티 멤버십]  카드 뒷면 인쇄된 바코드로 다양한 제휴사 멤버십 가입 이용 가능
[디자인]  가로형, 세로형 중 원하는 디자인 선택 가능

17개 서비스 영역
백화점, 마트, 홈쇼핑, 온라인쇼핑, 소셜몰, 패션&뷰티, 해외, 항공&면세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베이커리, 배달앱,
주유, 교육, 병원, 이동통신, 대중교통

* 17개 영역은 업종 또는 주요 브랜드로 서비스 제공되오니 세부내용은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 참조

적립영역부터 적립율까지 내맘대로 내가 선택하는 나만의 카드!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서 적립해주는 자동맞춤형 카드!

내가 직접 선택하는 나만의 카드!

신한카드 Deep Making
자동으로 챙겨주는 나만의 카드!

신한카드 Deep Taking

Making 17
서비스

17개 서비스영역 중 총 17% 내에서 

적립영역/적립율을 직접 선택하여 적립!

My Pick
서비스

내가 자주 이용하는 단골가맹점을 선택 후 

3, 6, 9번째 이용 시 2천원씩 적립!

Taking 10
서비스

17개 서비스영역 중 이용금액 기준 

Top5 영역에 대해 각 2%씩 자동적립!

My Pick
서비스

내가 자주 이용한 단골가맹점에서 

3, 6, 9번째 이용 시 1천원씩 자동적립!

OR

 연회비   로컬(URS) / 해외겸용(VISA) 3만원  연회비   로컬(URS) / 해외겸용(VISA) 2만원Deep Making 신청 Deep Taking 신청

17



할인도 받고, 실적도 채우고~

신한카드 공과금 자동납부 이벤트
기간 : 2019. 9. 1 ~ 9. 30

* 자동납부 신청 : 평일 9시 ~ 18시

친구도 나도 꿀이득~ 신한카드 추천하면 

엄청난 캐시백과 경품이!
기간 : 2019. 9. 1 ~ 9. 30

* 신규 신청 추천 건에 한해 혜택이 지급됩니다. (월 최대 5건)

* 대상카드 연회비 : 0원 ~ 33,000원    * 자세한 내용은 QR을 스캔해보세요.

* 홈페이지 → 친구에게 카드추천 이벤트 참조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19-C1g-04310호 (2019. 05. 23 ~ 2020. 05. 22) 자세히 알아보기

혜택 많은 신한카드를 친구에게 추천해주세요~
두 분 모두에게 아낌없이 드립니다!

추천하는 친구

 생활요금 납부
한눈에 보기

추천받는 친구

신용카드 추천

50,000원 캐시백 + 사은품 추가 증정
다이슨 공기청정기,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체크카드 추천

5,000원 캐시백

연회비 100% 캐시백

\

나의 납부현황 조회 및
추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할인/무이자할부 금액 적립 제외 상품 이용 시 마일리지/포인트/캐시백 적립 제외 
 (ex. Hi-Point 계열, Air Platinum#, Best-F 등)

* 법인/신한BC/가족카드 제외

1   첫 1회 납부금액 3천원 캐시백

 * 고객별 최대 1회, 타 할인 중복 불가

2   납부수수료 전액 결제일 할인
 * 3개월 적용 이후 전월 신용/체크 합산 30만원 이상 이용 시 적용
   (4대 사회보험 납입금액은 전월 합산 금액에서 제외 / 단기카드대출 제외)

4대 사회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청 : ARS 1522-9744 / QR코드

* 신규 신청에 한해 신청 다음 달 중순 이후 캐시백 제공
 (최근 6개월 내에 자동이체 신청을 하고 캐시백을 받은 고객은 제외 /
 캐시백 시점 자동이체 유지 시 지급)

* 체크/법인/신한BC/가족카드 제외    * 일부 아파트 단지는 신청 불가

1   신규 신청 고객님께 3천원 캐시백
2   자동이체 기간 내내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

아파트관리비
신청 : ARS 1522-3170 / QR코드

* 신규 신청 및 전산등록 확정에 한해 신청 다음 달 중순 이후 캐시백 제공
 (최근 6개월 내에 자동이체 신청을 하고 캐시백을 받은 고객 및
 가스사를 통한 신청 제외 / 캐시백 시점 자동이체 유지 시 지급)

* 체크/법인/신한BC/가족카드 제외    * 도시가스사에 따라 일부 신청 제한

신규 신청 고객님께 3천원 캐시백

도시가스 요금
신청 : ARS 1544-5575 / QR코드

이제 스쿨뱅킹도 신한카드로 편~하게 자동납부하세요!

신규 자동납부고객 전원 5천원 캐시백! (학생당 1회)

* 기간 : 2019. 9. 1 ~ 9. 30

* 신청 익월까지 학교납입금 승인 발생 시 캐시백 제공
 (11월 말 지급 / 스쿨뱅킹카드 자동납부 유지 시 제공)

\

전국 초·중·고등학교    * 특수학교 및 기타 학교는 해당 학교로 문의대상학교

모든 신한카드 (신용/체크)
* 법인/신한BC/선불/기프트/충전식/특수목적카드 제외

대상카드

신한페이판 앱  서비스 → 생활납부 → 정기납부 → 스쿨뱅킹
신한카드 모바일 웹/앱   납부·편의 → 스쿨뱅킹
신한카드 홈페이지   라이프 → 납부서비스  → 스쿨뱅킹
스쿨뱅킹 신청 전용 ARS   1670-0909
고객센터   1544-7000

신청방법

이벤트

스쿨뱅킹 신청[TIP]  보호자, 조부모, 친척 등 가족관계 불문 등록 가능!

수업료, 급식비도 신한카드로~ 

신한카드 스쿨뱅킹 자동납부

함께 이용하시면 도움되는 서비스
스쿨뱅킹, 전화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아파트관리비,  4대보험 등



참 빠르다! 참 간편하다!

신한페이판 터치결제

지갑이 없어도 언제 어디서나
신한페이판으로 터치만 하면 결제 끝!

1   신한페이판 앱 화면에서 터치결제 버튼을
 누르세요
2   결제카드 선택 후 지문 or 비밀번호 인증하세요
3   휴대폰을 카드 리더기에 가져다 대면 결제완료!

이용방법

신한페이판 터치결제란? 
고객님의 스마트폰을 가맹점 결제 단말기에 
터치하시면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결제할 수 
있는 신한페이판의 새로운 결제 서비스!
(단, 삼성페이를 지원하는 휴대폰만 가능)

* 왕복교통, 1박, 4식, 입장료, 체험비, 여행가이드, 차량보험 포함

* 9월~10월 매주 금, 토 서울 출발 

* 문의 : 02-6913-6566

조청고추장 만들기 + 칠산바다 그물털기 

+ 전주한옥마을 한복체험 + 군산 역사탐방

1인  193,000원       189,000원

신한카드 할인! 고창/전주 체험 1박 2일

국내 숙박 올댓특가

단양 대명리조트 (19평/방1/4인실)
주중(일~목) 85,000원~ | 금 100,000원~ |

토 140,000원~

부산 프라임관광호텔 (호텔/원룸/2인실)
주중/주말 43,000원~ 

* 기간 : 2019. 9. 1 ~ 9. 30 

* 출발일자 및 인원별 요금 상이

* 9/11~ 9/14 추석연휴 요금 별도 적용

* 문의 : 1544-3310 → 2번 국내여행 → 1번 숙박

나만의 소확행~         

올댓여행 국내특가 
MyAUTO 출시기념 

장기렌터카 이벤트

터치결제

[TIP]

신한페이판에서
이용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2 ~ 3개월 무이자할부

대형마트/할인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메가마트, 탑마트

슈퍼마켓 롯데슈퍼, GS수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특·1급 호텔 전 가맹점  * 2급호텔 이하, 기타 숙박 제외

의류/아웃도어 전 가맹점  * 내의업종 제외약국/학원 전 가맹점

학습지    웅진씽크빅, 교원, 대교, 한솔차량정비 전 가맹점

면세점 전 가맹점 대학등록금

2 ~ 5개월 무이자할부 + 10개월 부분무이자

병원 전 가맹점

2/3/6/10개월 무이자할부

손해보험 전 가맹점 가전 LG전자, 삼성전자, 하이마트, 전자랜드, 대유위니아

2 ~ 5/12개월 무이자할부 * 100만원 이상 결제 시 12개월 무이자

2/3/6개월 무이자할부 + 10개월 부분무이자

백화점 전 가맹점

2 ~ 5개월 무이자할부

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진에어, 
(직거래) 에어부산, 에어서울, 티웨이항공   * 항공사 직거래 건만 적용

여행 하나투어, 모두투어, 레드캡투어

* 국내 가맹점 승인 건에 한해 무이자 적용      * 무이자할부 이용 시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불가    * 국내 일시불 이용 후 할부 전환 시 무이자 적용 불가

* 대상업종은 당사 가맹점 분류 기준에 따름     * 전 가맹점은 당사에 등록된 가맹점에 한함    * 체크/법인/신한BC/선불/기프트카드 제외

2 ~ 6개월 무이자할부 + 10개월 부분무이자

온라인쇼핑 인터파크, G마켓, 옥션, 11번가, 롯데닷컴,
 SSG닷컴, YES24, 티몬, 쿠팡, 위메프

홈쇼핑 GS홈쇼핑, CJ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온라인) NS홈쇼핑, 홈앤쇼핑   * 온라인 구매 건만 적용

부담은 시원하게 날리세요~ 

필요한 곳에만 콕콕! 신한카드 무이자할부
기간 : 2019. 6. 12 ~ 9. 30

10개월 부분무이자란? 10개월 할부 결제 시 1, 2회차 고객 부담(유이자) / 잔여회차 무이자 적용

기간 : 2019. 8. 1 ~ 9. 30

P

* 기간 내 차량인수 고객에 한합니다.

* 카드사 및 제휴사 사정으로 행사내용·기간·대상 상품이
 임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신한카드 장기렌터카 계약하시면
마이신한포인트 30만점과
모바일 주유권 6만원까지 모두 드립니다!

· 대상 : 마이오토 금융센터를 통해 장기렌터카
  2천만원 이상 차량 인수 고객
· 문의 : 마이오토 금융센터 1688-7474
  (평일 9시 ~ 18시)

* 포인트와 모바일 주유권은 차량인수 후 다음 달 말 지급되며,
 모바일 주유권은 매월 5천원 x 2매씩 6개월간 제공

장기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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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0P [909101] 45,000P [909102] 51,000P [909103] 51,900P [909104]

코튼랩 방수 린넨
앞치마 (색상 택1)

로얄베일 프리미엄
캄포나무 항균 도마

종근당건강 어스투어스
크릴오일 100% 2통
(2개월분)

햄튼 프리마 양면팬 소
(27×20cm)

59,900P [909105] 89,000P [909106] 125,000P [909107] 148,000P [909108]

에스로체 멀티 백팩
(최대 15.6" 수납)

탠디 다이아몬드
콜렉션 가죽시계
(남녀/색상 택1)

스위스 몽크로스 원터치 텐트
3~4인용 (다크브라운, 
올리브그린 택1)

오토싱 무선 듀얼회전
물걸레청소기

188,000P [909109] 250,000P [909110] 250,000P [909111] 299,000P [909112]

삼천리 접이식 자전거
모토 26인치 21단
(색상 택1) 

신일 BLDC 롤링스턴
무선청소기
(삼성배터리)

스미다 엔플 32 HD TV
HKC 정품패널

쿠쿠 10인용
IH 전기압력밥솥

주문전용전화 (평일 9시 ~ 20시)

080-700-1210
allthat.shinhancard.com

초간편! 올댓쇼핑
전화주문 서비스
마이신한포인트와

신한카드(신용/체크)로 결제 가능!

이달의 추천 아이템

* 상품은 재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상품/배송 책임은 상품제공업체에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포장 개봉(훼손), 제품사용/조립 시 반품불가하며, 단순변심으로 인한 교환/반품 왕복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도서산간지역은 배송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19,800 ~

19,800P [909113]

피에르가르뎅 
프린스 고급타올 5종

19,800P [909114]

은나노스텝 다용도 세정제 3850ml 
(550ml 본품+1100ml 리필 3병)

19,800P [909115]

그래핀
수면안대 꿀잠

23,000P [909116]

카스 디지털 체중계
HE-91

29,000P [909117]

라비센 핸디 안마기
(유선)

29,800P [909118]

스위스 몽크로스
스테인레스 무선주전자 1.8L 

32,000P [909119]

로얄튜더 다이아몬드 
후라이팬28 + 궁중28 + 뚜껑

33,900P [909120]

이녹스프랑 헤스티아
3단 찜솥 (24cm)

34,000P [909121]

유닉스 전문가용 드라이기
UN-A1500

36,000P [909122]

원적외선 칫솔살균기 MTS-3400 
(스탠드/벽걸이 겸용)

36,000P [909123]

키친아트 렉스 차량용
청소기 (헤파필터)

36,000P [909124]

제너 클로제 스텐냄비 
16편+18양+24전골

38,000P [909125]

케니스 Muses2C
블루투스 4.0 넥밴드

39,500P [909126]

퀸메이드 퀵스팀 다리미
(화이트, 레드 택1)

44,000P [909127]

세제혁명 지엘플러스 
액체세제 1800ml x 6통

45,000P [909128]

독일 비스카
특대 와이드 그릴

47,000 ~

47,000P [909129]

더트러스트 TS샴푸
300g x 3개

48,900P [909132]

데코라인
빨래건조대 대형 3단

49,000P [909133]

명품 흑분 코스모스 
쌀독 25kg + 바가지

52,000P [909135]

신일 하이브리드
다기능 믹서기

54,000P [909136]

신일 싹쓸이 무선청소기
(블랙, 레드 택1)

55,000P [909137]

루첸에어빔 14인치 풋터치 리모컨 
선풍기 (하이마트 AS 가능)

55,000P [909138]

바이마르 케어존 스탠드형
서큘레이터 VMK-1901AL

57,000P [909139]

스와르미스 하이라이트
전기렌지 TROY-3000R

59,800P [909140]

키친아트 통주물 세라믹 18편
+20양+28전골+24곰솥

69,000P [909141]

오르넬리 블랙홀 ABS 24인치 
화물용 여행가방 (색상 택1)

69,000P [909142]

라비센 버블닥터 족욕기
KS-807S

69,900P [909143]

PN풍년 오퍼스 압력밥솥
6인용 OOPC-20C

71,000P [909144]

테팔 터보믹스 플러스
핸드블렌더 HB1011

73,000P [909145]

코지마 목어깨 
마사지기 (지압/온열)

78,000P [909146]

씨원 듀얼 프리미엄 
메쉬의자 (색상 택1)

79,000P [909147]

POI 무쇠 후라이팬 3종 
(20+28+웍28)

86,000P [909148]

한경희 스팀다리미
HI-1090W (화이트)

86,000P [909149]

버팔로 익스트림 18V 무선
파워 전동 해머드릴 세트

93,000P [909150]

여에스더 울트라 클래식 
유산균 (3병 6개월분)

93,000P [909151]

코렐 트리버드
4인 디너세트 (14P)

96,000P [909152]

롯데 초고속
멀티블랜더 (2L)

48,000P [909130]

바스티안
건강 멀티 티포트 

48,500P [909131]

실버스타 모이 스테인레스 
밀폐용기 5종세트

52,000P [909134]

오르넬리 블랙홀 ABS 20인치 
여행가방 (색상 택1)

99,000 ~

99,000P [909153]

라비센 종아리 발마사지기
KS-608H

108,000P [909154]

2019 매직쉐프
전자식 전자레인지 20L

119,000P [909155]

대웅 디지털 대용량
5.5L 에어프라이어

119,000P [909156]

쉐모아 쿨링 면 리플누비이불(Q) 
+ 패드 + 베개커버2

129,000P [909157]

오디안느로랑 오븐에어프라이어
10L (블랙, 아이보리 택1)

134,000P [909158]

필립스 전기면도기 
S3110/41 + 코털정리기

158,000P [909160]

쿠쿠 전기압력밥솥 10인용 
CRP-G107MS

159,000P [909161]

아너스 듀얼회전
물걸레청소기 (유선)

168,000P [909162]

솔루미에스테
LED 리얼마스크

170,000P [909163]

삼성전자 Clean 매직
에어컨트롤 스텔스 청소기

171,500P [909164]

자이글 파티
ZG-K2011

179,000P [909165]

신일 더쎈 코드리스 무선
진공청소기 SVC-C450KP

215,000P [909166]

로봇 물걸레 청소기 에브리봇 
RS500N (패드 4장 증정/색상 택1)

260,000P [909167]

SK매직 프리미엄 비데
BID-B13D (방문설치)

298,000P [909168]

쿠쿠 스마트 안심 공기청정기
AC-12X10FW (CA 인증)

149,000P [909159]

HAZZYS JEWELRY 14K
심플 라운드 목걸이 HN0103GM

상품
추천

상품
추천

상품
추천

상품
추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