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 제휴카드 서비스 안내

구  분 제휴카드
공무원연금 KB국민카드

기본서비스 포인트리 적립(이용금액의 0.3%)

전월실적 없음

특화서비스

- 주유할인서비스(S-OIL, L당 40원 적립)
- 제휴여행사(하나.모두투어) KB국민카드 고객      
  전용데스크를 통한 여행상품(항공권 제외) 
  구매 시 3%할인/우대 서비스 제공

공무원연금 삼성카드

기본서비스 0.6% 포인트 적립(일반 제휴점)

전월실적 30만원

특화서비스

- 주유할인서비스(S-OIL, L당 40원 적립)
- 놀이공원 50%, 워터파크 30% 현장할인
- CGV 1,500원 현장할인(일1회, 월5회, 연6회)
- 무비존 1,500원 예매할인(일1회, 월5회, 연12회)
- 야구(삼성), 축구(수원), 농구(삼성) 입장료 할인

구  분 제휴카드
공무원연금복지 GS칼텍스 Shine

기본서비스 -

전월실적 60만원

특화서비스

- 3대 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5% 할인
- 외식(VIPS, 아웃백, 피자헛 등) 10% 할인
- 학원비, 교육비 5% 할인(신한캠퍼스 및 가맹점)
- 전국 병원 및 약국 5% 할인
- 이동통신사 요금 5% 할인(자동이체 시)
- 주유할인서비스(GS칼텍스, L당 70원 할인)
- 맥스무비, 인터파크, YES24 예매 시 1,500원 할인
- 놀이공원 50%, 워터파크 30% 할인

공무원연금 1Q 카드 Daily

기본서비스 모든 가맹점 이용금액의 0.5% 적립

전월실적 30만원

특화서비스

- 합산 이용금액이 10만원 될 때마다 
  5천 하나머니 적립(각각)
 · 온라인쇼핑(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 통신(SKT, KT, LG U+)/대중교통(버스, 지하철)
 · 해외 모든 가맹점
- 스타벅스, 커피빈 4천원 이상 결제 시 4천원 할인(월 1회)



구  분 제휴카드
공무원연금-현대카드M

기본서비스 국내외 모든 가맹점 0.5~3% 포인트 적립

전월실적 20만원

특화서비스

- 주유할인서비스(GS칼텍스, L당 60포인트 적립)
- 놀이공원 50%, 워터파크 30% 할인
- 설악 워터피아, 경주 스프링돔 본인40% 동반3인20% 할인
- 맥스무비, 인터파크 4천원 할인(7천원 이상 결제)
- 야구(기아), 축구(전북, 울산), 배구(현대), 농구(울산) 할인
- 매주 월요일  현대 오일뱅크에서 3만원 이상 주유 시 무료 세차

공무원연금(비씨, 재직)

기본서비스 일반 가맹점 이용액의 0.2% 적립

전월실적 20만원

특화서비스

- 주유할인서비스(SK주유소, L당 60원 할인)
- 전국 농협판매장 2% 청구할인
- 인터파크, 맥스무비, YES24, 메인티켓에서 예매 시 1,500원 할인

- 아웃백, VIPS, 베니건스, TGIF, 차이나팩토리 등 10% 청구할인
- 교보문고, 영풍문고, YES24 도서 2,000원 청구할인
- 놀이공원 50%, 워터파크 30% 할인

구  분 제휴카드
공무원연금 롯데포인트플러스카드(퇴직)

기본서비스 국내외 가맹점 이용금액의 0.2% 적립

전월실적 30만원

특화서비스

- 주유할인서비스(SK주유소, L당 50원 적립)
- 박준뷰티랩 20%, 박승철 헤어스투디오 15% 현장할인
- 롯데백화점, 면세점 5%할인
- 롯데시네마 1,500원 청구 할인
- 야구(롯데) 입장권 20% 할인
-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50%할인



제휴카드 신청 방법

□ 인터넷 발급

①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로그인) → 제휴복지 → 제휴복지서비스 바로가기

  

② 생활밀착형 서비스 → 제휴카드 → 제휴 카드사 선택 

  

※ 별첨 : 카드사별 주요서비스 현황

③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

□ 문의 전화

하나카드 ☏ 1800-3000 신한카드 ☏ 1661-8599

삼성카드 ☏ 1688-1133 국민카드 ☏ 1899-0077

롯데카드 ☏ 1588-8100 현대카드 ☏ 1577-0100

NH농협BC카드 ☏ 1644-2744 공무원연금공단 ☏ 1588-4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