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씨카드 LG페이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전/후 비교] 

LG페이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전) 

LG페이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후) 

비고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LG 페이”란 LG 페이 카드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LG 전자”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기기”용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② "LG 페이 카드 결제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란 "가입 고객"이 본인의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LG 페이”에 본인의 카드를 등록하여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승인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회사”와 

“LG 전자”가 제공하는 카드결제 서비스를 말합니다.  

③ “가입 고객”이란 “모바일 기기”에 “LG 페이” 설치 및 

“모바일 기기 인증” 절차를 완료한 “LG 페이”의 

회원으로서 “대상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카드비밀번호, CVC(이하 “카드번호 등”이라 합니다.)를 

등록하여 유효카드 여부 및 소지자 인증(이하 “카드정보 

인증”이라 합니다.)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회사”의 승낙을 받아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말합니다.  

(생략) 

⑤ “대상카드”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카드로서, 

“발급사” 또는 “회사”가 발급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말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LG페이”란 LG페이 카드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도록 “LG전자”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기기”용 어플리케이

션, 웹브라우저를 통한 결제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LG페이 카드 결제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란 "가입 고객"이 본인의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LG페

이” 또는 “LG전자”에서 제공하는 웹브라우저를 통해 “LG

페이”에 본인의 카드를 등록하여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가맹점에서 결제승인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회사”와 

“LG전자”가 제공하는 카드결제 서비스를 말합니다.  

③ “가입 고객”이란 “모바일 기기”에 “LG페이” 설치 및 

“모바일 기기 인증” 절차를 완료 또는 “LG전자”에서 제공

한 웹브라우저를 통해 “모바일 기기 인증” 절차를 완료

한 “LG페이”의 회원으로서 “대상카드”의 카드번호, 유효

기간, 카드비밀번호, CVC(이하 “카드번호 등”이라 합니다.)

를 등록하여 유효카드 여부 및 소지자 인증(이하 “카드정

보 인증”이라 합니다.)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회사”의 승낙을 받아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고객

을 말합니다.  

(생략) 

⑤ “대상카드”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카드로서, 

ㅇ웹브라우저를 통해 LG페

이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 추가 

ㅇ"대상카드"의 범위 확대 

정의 



⑥ “모바일 기기 인증”이란 “가입 고객”이 본인 명의로 

이동통신망에 가입한 “모바일 기기”로 수신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고객이 “LG 페이” 

설치 시 필요한 본인인증 절차를 말합니다.  

“발급사” 또는 “회사”가 발급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

카드 등을 말합니다.  

⑥ “모바일 기기 인증”이란 “가입 고객”이 본인 명의로 

이동통신망에 가입한 “모바일 기기”로 수신 받은 인증번

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고객이 “LG페이” 가입 

시 필요한 본인인증 절차를 말합니다.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 이용 신청이 가능한 고객은 “모바일 기기”

에 “LG페이”를 설치한 LG페이의 가입 회원으로서 “발급

사” 또는 “회사”로부터 “대상카드”를 발급받아 정상적으

로 소지한 회원에 한합니다.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 이용 신청이 가능한 고객은 “모바일 기기”에 

“LG페이”를 설치한 LG페이의 가입 회원 또는 “LG전자”에

서 제공한 웹 브라우저를 통해 “LG페이”에 로그인한 회

원으로서 “발급사” 또는 “회사”로부터 “대상카드”를 발급

받아 정상적으로 소지한 회원에 한합니다.  

ㅇ웹브라우저를 통해 LG페

이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 추가 

제 6 조 (“서비스”의 이용)  

(생략) 

② “서비스”를 이용한 결제승인 및 결제취소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제승인은 “가입고객”이 본인의 “모바일 기기”에서 

“LG페이”를 실행하여 “대상카드”를 선택하고 “인증정보”

를 입력하여 이를 오프라인 가맹점에 설치된 결제용 단

말기에 접촉한 뒤, 서명을 하는 절차로 처리됩니다. 단, 

해당 가맹점과 “회사”의 계약에 의하여 서명 대신 카드 

비밀번호 입력 또는 무서명으로도 결제승인이 가능합니

다.  

2. 결제취소는 “가입 고객”이 본인의 “모바일 기기”에서 

“LG페이”를 실행하여 “대상카드” 및 취소하려는 거래를 

제 6 조 (“서비스”의 이용)  

(생략) 

② “서비스”를 이용한 결제승인 및 결제취소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제승인은 “가입고객”이 본인의 “모바일 기기”에서 

“LG페이”를 실행하여 “대상카드”를 선택하고 “인증정보”

를 입력하여 이를 오프라인 가맹점에 설치된 결제용 단

말기에 접촉한 뒤, 서명을 하는 절차로 처리됩니다. 단, 

해당 가맹점과 “회사”의 계약에 의하여 서명 대신 카드 

비밀번호 입력 또는 무서명으로도 결제승인이 가능합니

다. 온라인 가맹점에서는 “가입 고객”이 PC, 모바일 기기 

등의 결제창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LG페이”를 실행하

고, “인증정보” 입력 등 서비스 화면에서 정하는 인증절

ㅇ온라인 가맹점에서의 결제

승인, 결제취소 방법 추가 

안내 



선택하여 오프라인 가맹점에 설치된 결제용 단말기에 

접촉한 뒤, 서명을 하는 절차로 처리됩니다. 단, 해당 가

맹점과 “회사”의 계약에 의하여 서명 대신 카드 비밀번

호 입력 또는 무서명으로도 결제승인 취소가 가능합니

다. 

차를 거쳐 결제승인이 처리됩니다. 

2. 결제취소는 “가입 고객”이 본인의 “모바일 기기”에서 

“LG페이”를 실행하여 “대상카드” 및 취소하려는 거래를 

선택하여 오프라인 가맹점에 설치된 결제용 단말기에 접

촉한 뒤, 서명을 하는 절차로 처리됩니다. 단, 해당 가맹

점과 “회사”의 계약에 의하여 서명 대신 카드 비밀번호 

입력 또는 무서명으로도 결제승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가맹점에서는 “가입 고객”이 거래한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거래 취소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본 약관은 2017년 9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3. 본 약관은 2018년 3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4. 본 약관은 2020년 9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본 약관은 2017년 9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3. 본 약관은 2018년 3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4. 본 약관은 2020년 9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5. 본 약관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ㅇ변경 후 약관 시행일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