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약관 변경 신구조문 대비표 

 

 

 

상품명 변경 전 변경 후 개정 사유 

BC 바로 리워드 

플러스 

전월 실적은 카드 이용시점 기준 전월 1

일부터 말일(매출 승인일)까지 국내외 가

맹점 이용금액이며, 전월 실적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

립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단, 무승인 결제

건(대중교통, 통신요금, 자동납부 등)의 경

우 카드사에 접수된 매출전표 매입시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전월 실적은 카드 이용시점 기준 전월 1

일부터 말일(매출 승인일)까지 국내외 가

맹점 이용금액이며, 전월 실적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

립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단, 해외 결제건 

및 무승인 결제건(대중교통, 통신요금, 자

동납부 등)의 경우 카드사에 접수된 매출

전표 매입시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전월 실적 산정 시 매입 기

준으로 적용되는 항목에 해

외 결제건 명시 

위치: 상품설명서 내지 중앙 

해외겸용 카드의 경우 VISA Platinum 등

급 기본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해외겸용 카드의 경우 VISA Platinum 등

급 기본서비스만 제공되며, 호텔/공항 발

렛파킹, 공항 라운지 입장 등 발급사 선

택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VISA Platinum 등급 발급사 

선택 서비스 미제공 명시 

위치: 상품설명서 내지 우측 

 

 

 

 

 

 



상품명 변경 전 변경 후 개정 사유 

BC 바로 클리어 

플러스 

전월 실적은 카드 이용시점 기준 전월 1

일부터 말일(매출 승인일)까지 국내외 가

맹점 이용금액이며, 전월 실적이 15만원 

이상인 경우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할

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단, 무승인 결제

건(대중교통, 통신요금, 자동납부 등)의 경

우 카드사에 접수된 매출전표 매입시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전월 실적은 카드 이용시점 기준 전월 1

일부터 말일(매출 승인일)까지 국내외 가

맹점 이용금액이며, 전월 실적이 15만원 

이상인 경우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할

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단, 해외 결제건 

및 무승인 결제건(대중교통, 통신요금, 자

동납부 등)의 경우 카드사에 접수된 매출

전표 매입시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전월 실적 산정 시 매입 기

준으로 적용되는 항목에 해

외 결제건 명시 

위치: 상품설명서 내지 중앙 

해외겸용 카드의 경우 VISA Platinum 등

급 기본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해외겸용 카드의 경우 VISA Platinum 등

급 기본서비스만 제공되며, 호텔/공항 발

렛파킹, 공항 라운지 입장 등 발급사 선

택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VISA Platinum 등급 발급사 

선택 서비스 미제공 명시 

위치: 상품설명서 내지 우측 

 

 

 

 

 

 

 

 

 

 

 

 

 



상품명 변경 전 변경 후 개정 사유 

BC 바로 페이백 

플러스 

전월 실적은 카드 이용시점 기준 전월 1

일부터 말일(매출 승인일)까지 국내외 가

맹점 이용금액입니다. 단, 무승인 결제건

(대중교통, 통신요금, 자동납부 등)의 경우 

카드사에 접수된 매출전표 매입시점 기준

으로 적용됩니다. 

전월 실적은 카드 이용시점 기준 전월 1

일부터 말일(매출 승인일)까지 국내외 가

맹점 이용금액입니다. 단, 해외 결제건 및 

무승인 결제건(대중교통, 통신요금, 자동

납부 등)의 경우 카드사에 접수된 매출전

표 매입시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전월 실적 산정 시 매입 기

준으로 적용되는 항목에 해

외 결제건 명시 

위치: 상품설명서 내지 중앙 

해외겸용 카드의 경우 VISA Platinum 등

급 기본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해외겸용 카드의 경우 VISA Platinum 등

급 기본서비스만 제공되며, 호텔/공항 발

렛파킹, 공항 라운지 입장 등 발급사 선

택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VISA Platinum 등급 발급사 

선택 서비스 미제공 명시 

위치: 상품설명서 내지 우측 

 

 

 

 

 

 

 

 



상품명 변경 전 변경 후 개정 사유 

신세계 BC 바로 

리워드 플러스 

전월 실적은 카드 이용시점 기준 전월 1

일부터 말일(매출 승인일)까지 국내외 가

맹점 이용금액이며, 전월 실적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

립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단, 무승인 결제

건(대중교통, 통신요금, 자동납부 등)의 경

우 카드사에 접수된 매출전표 매입시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전월 실적은 카드 이용시점 기준 전월 1

일부터 말일(매출 승인일)까지 국내외 가

맹점 이용금액이며, 전월 실적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

립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단, 해외 결제건 

및 무승인 결제건(대중교통, 통신요금, 자

동납부 등)의 경우 카드사에 접수된 매출

전표 매입시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전월 실적 산정 시 매입 기

준으로 적용되는 항목에 해

외 결제건 명시 

위치: 상품설명서 내지 중앙 

이 상품은 VISA Platinum 서비스가 제공

됩니다. 

해외겸용 카드의 경우 VISA Platinum 등

급 기본서비스만 제공되며, 호텔/공항 발

렛파킹, 공항 라운지 입장 등 발급사 선

택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VISA Platinum 등급 서비스 

제공 대상 카드 및 대상 서

비스 명시, 발급사 선택 서비

스 미제공 명시 

위치: 상품설명서 내지 우측 

국제 브랜드 서비스의 세부내용 및 유의

사항은 국제 브랜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브랜드 서비스의 세부내용 및 유의

사항은 국제 브랜드사 홈페이지

(www.visakorea.com)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브랜드사 홈페이지 URL 

명시 

위치: 상품설명서 내지 우측 

 

 

 



상품명 변경 전 변경 후 개정 사유 

신세계 BC 바로 

클리어 플러스 

전월 실적은 카드 이용시점 기준 전월 1

일부터 말일(매출 승인일)까지 국내외 가

맹점 이용금액이며, 전월 실적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할

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단, 무승인 결제

건(대중교통, 통신요금, 자동납부 등)의 경

우 카드사에 접수된 매출전표 매입시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전월 실적은 카드 이용시점 기준 전월 1

일부터 말일(매출 승인일)까지 국내외 가

맹점 이용금액이며, 전월 실적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할

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단, 해외 결제건 

및 무승인 결제건(대중교통, 통신요금, 자

동납부 등)의 경우 카드사에 접수된 매출

전표 매입시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전월 실적 산정 시 매입 기

준으로 적용되는 항목에 해

외 결제건 명시 

위치: 상품설명서 내지 중앙 

이 상품은 VISA Platinum 서비스가 제공

됩니다. 

해외겸용 카드의 경우 VISA Platinum 등

급 기본서비스만 제공되며, 호텔/공항 발

렛파킹, 공항 라운지 입장 등 발급사 선

택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VISA Platinum 등급 서비스 

제공 대상 카드 및 대상 서

비스 명시, 발급사 선택 서비

스 미제공 명시 

위치: 상품설명서 내지 우측 

국제 브랜드 서비스의 세부내용 및 유의

사항은 국제 브랜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브랜드 서비스의 세부내용 및 유의

사항은 국제 브랜드사 홈페이지

(www.visakorea.com)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브랜드사 홈페이지 URL 

명시 

위치: 상품설명서 내지 우측 

 

 

 



상품명 변경 전 변경 후 개정 사유 

신세계 BC 바로 

콰트로 플러스 

전월 실적은 카드 이용시점 기준 전월 1

일부터 말일(매출 승인일)까지 국내외 가

맹점 이용금액이며, 전월 실적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할

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단, 무승인 결제

건(대중교통, 통신요금, 자동납부 등)의 경

우 카드사에 접수된 매출전표 매입시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전월 실적은 카드 이용시점 기준 전월 1

일부터 말일(매출 승인일)까지 국내외 가

맹점 이용금액이며, 전월 실적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할

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단, 해외 결제건 

및 무승인 결제건(대중교통, 통신요금, 자

동납부 등)의 경우 카드사에 접수된 매출

전표 매입시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전월 실적 산정 시 매입 기

준으로 적용되는 항목에 해

외 결제건 명시 

위치: 상품설명서 내지 중앙 

이 상품은 VISA Platinum 서비스가 제공

됩니다. 

해외겸용 카드의 경우 VISA Platinum 등

급 기본서비스만 제공되며, 호텔/공항 발

렛파킹, 공항 라운지 입장 등 발급사 선

택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VISA Platinum 등급 서비스 

제공 대상 카드 및 대상 서

비스 명시, 발급사 선택 서비

스 미제공 명시 

위치: 상품설명서 내지 우측 

국제 브랜드 서비스의 세부내용 및 유의

사항은 국제 브랜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브랜드 서비스의 세부내용 및 유의

사항은 국제 브랜드사 홈페이지

(www.visakorea.com)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브랜드사 홈페이지 URL 

명시 

위치: 상품설명서 내지 우측 

 

 

 



상품명 변경 전 변경 후 개정 사유 

신세계 BC 바로 

아시아나 플러스 

전월 실적은 카드 이용시점 기준 전월 1

일부터 말일(매출 승인일)까지 국내외 가

맹점 이용금액이며, 전월 실적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

립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단, 무승인 결제

건(대중교통, 통신요금, 자동납부 등)의 경

우 카드사에 접수된 매출전표 매입시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전월 실적은 카드 이용시점 기준 전월 1

일부터 말일(매출 승인일)까지 국내외 가

맹점 이용금액이며, 전월 실적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

립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단, 해외 결제건 

및 무승인 결제건(대중교통, 통신요금, 자

동납부 등)의 경우 카드사에 접수된 매출

전표 매입시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전월 실적 산정 시 매입 기

준으로 적용되는 항목에 해

외 결제건 명시 

위치: 상품설명서 내지 중앙 

이 상품은 VISA Platinum 서비스가 제공

됩니다. 

해외겸용 카드의 경우 VISA Platinum 등

급 기본서비스만 제공되며, 호텔/공항 발

렛파킹, 공항 라운지 입장 등 발급사 선

택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VISA Platinum 등급 서비스 

제공 대상 카드 및 대상 서

비스 명시, 발급사 선택 서비

스 미제공 명시 

위치: 상품설명서 내지 우측 

국제 브랜드 서비스의 세부내용 및 유의

사항은 국제 브랜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브랜드 서비스의 세부내용 및 유의

사항은 국제 브랜드사 홈페이지

(www.visakorea.com)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브랜드사 홈페이지 URL 

명시 

위치: 상품설명서 내지 우측 

 

 

 



상품명 변경 전 변경 후 개정 사유 

신세계 BC 바로 

SEVEN FLEX 

전월 실적은 카드 이용시점 기준 전월 1

일부터 말일(매출 승인일)까지 국내외 가

맹점 이용금액이며, 전월 실적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할

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단, 무승인 결제

건(대중교통, 통신요금, 자동납부 등)의 경

우 카드사에 접수된 매출전표 매입시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전월 실적은 카드 이용시점 기준 전월 1

일부터 말일(매출 승인일)까지 국내외 가

맹점 이용금액이며, 전월 실적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할

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단, 해외 결제건 

및 무승인 결제건(대중교통, 통신요금, 자

동납부 등)의 경우 카드사에 접수된 매출

전표 매입시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전월 실적 산정 시 매입 기

준으로 적용되는 항목에 해

외 결제건 명시 

위치: 상품설명서 내지 중앙 

이 상품은 VISA Platinum 서비스가 제공

됩니다. 

해외겸용 카드의 경우 VISA Platinum 등

급 기본서비스만 제공되며, 호텔/공항 발

렛파킹, 공항 라운지 입장 등 발급사 선

택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VISA Platinum 등급 서비스 

제공 대상 카드 및 대상 서

비스 명시, 발급사 선택 서비

스 미제공 명시 

위치: 상품설명서 내지 우측 

국제 브랜드 서비스의 세부내용 및 유의

사항은 국제 브랜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브랜드 서비스의 세부내용 및 유의

사항은 국제 브랜드사 홈페이지

(www.visakorea.com)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브랜드사 홈페이지 URL 

명시 

위치: 상품설명서 내지 우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