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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프로모션(안)

국민은행

【리브제로페이 사용하면 스타벅스 커피 증정!】
▸기간 : (1주차)'19.05.02(목)~'19.05.08.(수)/(2주차)'19.05.09(목)~'19.05.15.(수)  
▸대상 : 기간 중 리브 앱을 이용하여 1회 이상 제로페이 결제한 고객
▸내용 : 스타벅스 카페모카(Tall) 모바일쿠폰 1매 증정
 ※응모방법 : 자동응모
 ※경품증정 : 매주 3,000명에게 추첨으로 쿠폰 증정(1주차, 2주차 중복응모 가능)

네이버

【GS25 할인행사】
▸기간 : `19.5.12.~5.31.
▸대상 : 네이버페이로 제로페이를 결제한 고객
▸내용 : GS25에서 맥주8캔당 5,000원 할인
【밤도깨비 야시장 이벤트】 
▸기간 : `19.4.5~10.27.(매주 금·토/토·일)
▸대상 : 밤도깨비야시장에서 네이버QR로 제로페이 결제한 고객
▸내용
1.밤도깨비야시장에서 네이버QR로 제로페이 결제하면 포인트 1,000원

 2.야시장 현장의 QR코드 찍으면, 랜덤행운포인트 즉시 지급(포인트1백원~최대 1만원)

갤럭시아
커뮤니케이션즈

(머니트리)

【제로페이 결제시 머니트리 캐시백 EVENT】 
▸기간 : 2019년 6월~7월(2개월간) 
▸내용 : 이벤트 기간 중 머니트리 App을 통해 5천원 이상 제로페이 결제시 머니트리캐시 
         1천원 캐시백(1인 월 2회까지, 이벤트 기간 최대 4회) 

쿠콘(체크페이)

【착한결제 제로페이 OPEN EVENT!! 첫결제 시 1,000원을 드립니다!!】 
▸기간 : `19.5.1.~6.30. 
▸대상 :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체크페이로 제로페이 결제한 고객 
▸경품 : 체크머니1,000원(전원) (5,000원 이상 결제 시), 3회 이상 결제 시 체크머니  
         10,000원(추첨 100명) 

한국스마트카드

【모바일티머니 제로페이 이용고객 대상 프로모션(안)】
▸기간: `19.5.2.~7.31.
▸내용 
 1.모바일티머니 제로페이 가입 후 계좌등록 완료시 1,000T 마일리지 적립(1회 한도)
 2.프로모션 기간 중 5,000원 이상 결제시 500T 마일리지 적립(1회 한도)
 3.모바일티머니 사용실적 연계하여 제로페이 결제금액의 1%를 T-마일리지로 제공

(월 최대 3,000원 한도)
※모바일티머니 제로페이 서비스는 4/3 오픈되며, 상기 T마일리지 혜택은 4/3부터  

소급하여 혜택이 제공됨(단, T마일리지 적립은 5월 2일 프로모션 시작 이후 적립)

우정사업본부

【이벤트 하나! 小(소)笑(소)한 행복 프로젝트】
▸기간 : ‘19. 4. 10.~5. 31.
▸내용 : 포스트페이 결제이용 고객을 추첨하여 우체국쇼핑 상품권 제공
▸경품 : 30만원권(1명), 10만원권(10명), 5만원권(20명), 2만원권(100명)
【이벤트 둘! 포스트페이 결제금액  5~10% 할인 이벤트】
▸신규 가입자(가입 후 30일 동안) 결제금액 10% 할인(2천원/일, 2만원/월까지)
▸기존 가입자 (2019. 1.1.~ 12. 31.) 결제금액 5% 할인(1천원/일, 1만원/월까지)
※기간 단축 시 이벤트 종료 1개월 전 포스트페이 앱 사전 공지

한국정보통신
(easy pay)

【 이지제로페이 OPEN 이벤트~ 페이백 받고! 스타벅스 커피 마시자!】
▸기간 : 2019년 4월 ~ 5월 31일
▸대상 :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이지제로페이로 결제한 고객
▸내용
  1. 이벤트 기간 내 첫 결제 시 2,000원 페이백(5천원 이상 결제에 한함)
  2. 이벤트 기간 내 5회 결제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기프티콘  증정
※당첨자 발표 : 6월 10일, 페이백 및 기프티콘 발송 : 6월 12일

붙임 1 제로페이 참여 결제앱별 프로모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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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여 결 제 사 : 전자금융업자 8, 은행 20

○ 사용가능 결제앱 : 전자금융업자 개별앱 8, 은행 공동앱 1, 은행 개별앱 12
<기업명 가나다 순>

연번 참여결제사 사용가능 결제앱 BI

1
갤럭시아

커뮤니케이션즈
MONEY TREE(머니트리)

2 네이버(주) 네이버페이

3 신세계INC SSG PAY

4
엔에치엔

페이코(주)
PAYCO

5 쿠콘 체크페이

6 하나멤버스 하나멤버스

7 한국스마트카드
모바일 티머니

※ios는 8월이후 서비스 가능

8
한국정보통신

(KICC)
핫플레이스x제로페이

9 20개 은행* 뱅크페이

* 20개 은행 :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SH수협

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

붙임 2 제로페이 참여결제사 및 사용가능 결제앱(’19.5.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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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우정사업본부, SC제일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케이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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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참여결제사 상용가능 결제앱 BI

10 광주은행 광주은행 개인뱅킹

11 DGB대구은행 DGB아이M뱅크

12 BNK경남은행 투유뱅크개인

13 BNK부산은행 썸뱅크(SUM BANK)

14 신한은행 신한 쏠(SOL)

15 IBK기업은행 i-ONE뱅크 

16 SH수협 수협 파트너뱅크 개인

17 NH농협 NH앱캐시

18 우리은행 우리은행 원터치개인

19 케이뱅크 케이뱅크

20 KB국민은행 리브

21 우정사업본부 Post P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