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SK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에 대한 안내 
 

※ 회원님께서는 2013. . .일 하나SK카드의 채무면제․ 유예상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객님께서 가입하고 있는 상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안내하여 드립니다. 

 

1. 가입정보 

상품가입일자 가입상품 이용료율 

 
일반형 I 형 0.520% 

 

2. 이용료의 청구 : 매월 카드채무액의 × 이용료율 

 

   * 카드채무액이란? 고객님께서 개인 싞용카드로 사용한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 및 각 해당수수료, 

이자, 연체를 를 포함한 하나SK카드사의 총 채무액을 의미 

      (이용료 예시) 카드채무액 : 당월결제금액(90만원), 결제후잔액(10만원)인 경우 

             →월 이용료: (90만원+10만원)× 0.520%= 5,200원 

 

3. 상품특징 : 상품가입자가 매월 상기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상품가입자에게 사망․질병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카드사가 카드채무액을 면제하거나 결제금액 상환을 유예하는 상품 

 

4. 보장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보장한도 

채무면제 

사망 모든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5천만원 

치명적 질병 짂단 II 약관상의 질환으로 분류시 또는 주요 장기 이식 수술 시 5천만원 

치명적 장애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3급 이상의 장해등급 판정 시 5천만원 

장기입원 최종 입원일 기준 직전 180일 내 61일 이상 병원 입원 시 5천만원 

자동차사고 짂단 자동차사고로 병원에서 6주 이상 짂단을 받은 경우 5천만원 

대중교통사고 짂단 대중교통상해로 인해 6주 이상의 짂단을 받은 경우 5천만원 

 

5. 보상싞청 : 1599-1155(하나SK카드 고객센터) 

 

6. 유의사항 : 이용료를 2회 이상 미납시 상품계약이 해지됩니다.  

※ 보장내용 및 보상싞청 등은 주요내용만을 표기하였습니다. 보장제외사유 및 보상싞청 기갂 및 보상싞청시 

필요서류 등 기타 관련내용은 ‘하나SK카드 홈페이지의 해당 약관(http://www.hanaskcard.co.kr) → 고객센터 → 

약관서식’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 채무면제․ 유예상품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상담센터(1599-1155) 및 인터넷 홈페이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센터 1599-1155 

  

  

일반형I 



하나SK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에 대한 안내 
 

※ 회원님께서는 2013. . .일 하나SK카드의 채무면제․ 유예상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객님께서 가입하고 있는 상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안내하여 드립니다. 

 

1. 가입정보 

상품가입일자 가입상품 이용료율 

 
일반형 II 형 0.560% 

 

2. 이용료의 청구 : 매월 카드채무액의 × 이용료율 

 

   * 카드채무액이란? 고객님께서 개인 싞용카드로 사용한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 및 각 해당수수료, 

이자, 연체를 를 포함한 하나SK카드사의 총 채무액을 의미 

      (이용료 예시) 카드채무액 : 당월결제금액(90만원), 결제후잔액(10만원)인 경우 

             →월 이용료: (90만원+10만원)× 0.560%= 5,600원 

 

3. 상품특징 : 상품가입자가 매월 상기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상품가입자에게 사망․질병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카드사가 카드채무액을 면제하거나 결제금액 상환을 유예하는 상품 

 

4. 보장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보장한도 

채무면제 

사망 모든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5천만원 

치명적 질병 짂단 II 약관상의 질환으로 분류 시 또는 주요 장기 이식수술 시 5천만원 

치명적 장애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3급 이상의 장해등급 판정 시 5천만원 

장기입원 최종 입원일 기준 직전 180일 내 61일 이상 병원 입원 시 5천만원 

자동차사고 짂단 자동차사고로 병원에서 6주 이상 짂단을 받은 경우 5천만원 

대중교통사고 짂단 대중교통상해로 인해 6주 이상의 짂단을 받은 경우 5천만원 

일부 

채무면제 

휴대폰 수리비 대상자 명의의 휴대폰이 서비스 기갂 중 파손된 경우 10만원 

부인과 질병 수술 부인과 질병으로 짂단 및 수술 시 50만원 

얼굴성형 상해로 얼굴에 1cm이상 상처나 얼굴피부 변형으로 성형수술 시 300만원 

 

5. 보상싞청 : 1599-1155(하나SK카드 고객센터) 

 

6. 유의사항 : 이용료를 2회 이상 미납시 상품계약이 해지됩니다.  

※ 보장내용 및 보상싞청 등은 주요내용만을 표기하였습니다. 보장제외사유 및 보상싞청 기갂 및 보상싞청시 

필요서류 등 기타 관련내용은 ‘하나SK카드 홈페이지의 해당 약관(http://www.hanaskcard.co.kr) → 고객센터 → 

약관서식’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 채무면제․ 유예상품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상담센터(1599-1155) 및 인터넷 홈페이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센터 1599-1155 

일반형II

ㅑㅑㅑ

ㅑㅑㅑ 



하나SK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에 대한 안내 
 

※ 회원님께서는 2013. . .일 하나SK카드의 채무면제․ 유예상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객님께서 가입하고 있는 상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안내하여 드립니다. 

 

1. 가입정보 

상품가입일자 가입상품 이용료율 

 
일반형 III 형 0.560% 

 

2. 이용료의 청구 : 매월 카드채무액의 × 이용료율 

 

   * 카드채무액이란? 고객님께서 개인 싞용카드로 사용한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 및 각 해당수수료, 

이자, 연체를 를 포함한 하나SK카드사의 총 채무액을 의미 

      (이용료 예시) 카드채무액 : 당월결제금액(90만원), 결제후잔액(10만원)인 경우 

             →월 이용료: (90만원+10만원)× 0.560%= 5,600원 

 

3. 상품특징 : 상품가입자가 매월 상기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상품가입자에게 사망․질병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카드사가 카드채무액을 면제하거나 결제금액 상환을 유예하는 상품 

 

4. 보장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보장한도 

채무면제 

사망 모든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5천만원 

치명적 질병 짂단 II 약관상의 질환으로 분류 시 또는 주요 장기이식 수술 시 5천만원 

치명적 장애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3급 이상의 장해등급 판정 시 5천만원 

장기입원 최종 입원일 기준 직전 180일 내 61일 이상 병원 입원 시 5천만원 

자동차사고 짂단 자동차사고로 병원에서 6주 이상 짂단을 받은 경우 5천만원 

대중교통사고 짂단 대중교통상해로 인해 6주 이상의 짂단을 받은 경우 5천만원 

일부 

채무면제 

휴대폰 수리비 대상자 명의의 휴대폰이 서비스 기갂 중 파손된 경우 10만원 

골절발생 위로금 상해로 인하여 골절 짂단 확정 시 30만원 

중기입원 최종 입원일 기준 직전 180일 내 30일 이상 계속 병원 입원 시 100만원 

 

5. 보상싞청 : 1599-1155(하나SK카드 고객센터) 

 

6. 유의사항 : 이용료를 2회 이상 미납시 상품계약이 해지됩니다.  

※ 보장내용 및 보상싞청 등은 주요내용만을 표기하였습니다. 보장제외사유 및 보상싞청 기갂 및 보상싞청시 

필요서류 등 기타 관련내용은 ‘하나SK카드 홈페이지의 해당 약관(http://www.hanaskcard.co.kr) → 고객센터 → 

약관서식’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 채무면제․ 유예상품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상담센터(1599-1155) 및 인터넷 홈페이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센터 1599-1155 

일반형III 



하나SK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에 대한 안내 
 

※ 회원님께서는 2013. . .일 하나SK카드의 채무면제․ 유예상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객님께서 가입하고 있는 상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안내하여 드립니다. 

 

1. 가입정보 

상품가입일자 가입상품 이용료율 

 
기본형 I 형 0.240% 

 

2. 이용료의 청구 : 매월 카드채무액의 × 이용료율 

 

   * 카드채무액이란? 고객님께서 개인 싞용카드로 사용한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 및 각 해당수수료, 

이자, 연체를 를 포함한 하나SK카드사의 총 채무액을 의미 

      (이용료 예시) 카드채무액 : 당월결제금액(90만원), 결제후잔액(10만원)인 경우 

             →월 이용료: (90만원+10만원)× 0.240%= 2,400원 

 

3. 상품특징 : 상품가입자가 매월 상기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상품가입자에게 사망․질병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카드사가 카드채무액을 면제하거나 결제금액 상환을 유예하는 상품 

 

4. 보장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보장한도 

사망 모든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5천만원 

치명적 질병 짂단 I 약관상의 질환으로 분류 시 또는 주요 장기이식 수술 시 5천만원 

치명적 상해 우연한 사고로 인한 상해 시 5천만원 

중기입원 최종 입원일 기준 직전 180일 내 30일 이상 계속 병원 입원 시 100만원 

 

5. 보상싞청 : 1599-1155(하나SK카드 고객센터) 

 

6. 유의사항 : 이용료를 2회 이상 미납시 상품계약이 해지됩니다.  

※ 보장내용 및 보상싞청 등은 주요내용만을 표기하였습니다. 보장제외사유 및 보상싞청 기갂 및 보상싞청시 

필요서류 등 기타 관련내용은 ‘하나SK카드 홈페이지의 해당 약관(http://www.hanaskcard.co.kr) → 고객센터 → 

약관서식’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 채무면제․ 유예상품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상담센터(1599-1155) 및 인터넷 홈페이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센터 1599-1155 

 

 

기본형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