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제로페이 소비자 프로모션 추진현황

<공공부문>

○ (중기부) 제로페이 대국민 이벤트 시행

〖같이써요 zeropay 함께가요 K-CON 2019 JAPAN〗
- 기간 : 4.15~28. 2주간

- 상품내용 : 1등 K-CON 2019 JAPAN(5명), 2등 온누리상품권

10만원(20명), 3등 온누리상품권 3만원(2,000명)

〖같이써요 zeropay 함께가요 New York〗
- 기간 : 6.10~16. 1주간

- 상품내용 : 1등 K-CON NY 원정대(3명), 2등 온누리상품권

10만원(30명), 3등 온누리상품권 3만원(500명)

○ (중소기업중앙회) 제로페이 대국민 경품 이벤트 시행

〖zeropay 제로페이 쓰고 유럽여행 GO〗
- 기간 : 8.19~ 8.31.(13일간)

- 상품내용 : 1등 유럽자유여행상품권(1,000만원 상당/5명),

2등 블루투스 이어폰(15만원 상당/100명),

3등 모바일 문화상품권(1만원 상당/3,000명)

○ (중소기업중앙회) 제로페이 가맹 밀집지역 대상 할인쿠폰 제공 행사

- 2018 크리스마스마켓(‘18.12.22~12.31./2,000원 할인쿠폰)

- 강남고속터미널·영등포 제로페이존(’19.2.18~2.24./3,000원 할인쿠폰)

- 반포 밤도깨비야시장(‘19.5.30~6.29./3,000원 할인쿠폰)

- 우리 먼저 제로페이 페스티벌(‘19.6.28./ 3,000원 할인쿠폰)

- 4개(반포,여의도,청계천,DDP) 밤도깨비야시장(‘19.8.9~10.27./

3,000원 할인쿠폰)

- 중로기업살리기 박람회(‘19.8.23~8.24. 5,000원 할인쿠폰)

- 추석 농수특산물 서울장터(‘19.9.6~9.9. 3,000원 할인쿠폰)



○ (서울시) 공공시설에 대한 제로페이 결제 할인(’19.5.2~)

- 서울식물원, 서울대공원 등 84개 공공시설에 대한 제로페이 결제

할인(5~30%) 실시

○ (중기부) 제로페이 페이백 이벤트(‘19.9.5~9.30)

- 결제금액의 5% 페이백 실시(1인 최대 2만원 한도)

○ (부산시) 제로페이 부산 페이백 이벤트(‘19.7.1~9.30)

- 결제금액의 7% 페이백, 참여사별 월 최대 2만원 한도

<민간 결제사>

결제사명 프로모션 내용(기간 : ’19.7.31.~8.31.)
네이버페이 【네이버페이 QR코드로 제로페이 결제 할 때마다 2% 적립 받으세요!】

 ▸제로페이 결제 할 때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면 2% 적립

   (1일 1회 1천원 한도, 월 5천원 한도) 
페이코 【페이코로 제로페이 결제하고 행운복권 1천만원을 잡아라!】  

 ▸페이코로 제로페이 생애 첫 결제자 대상 100명 추첨 페이코 포인트 10만P 적립
  (제로페이 결제승인번호로 랜덤 추첨) 
   ※ 추첨발표: 2019년 9월 5일(페이코 홈페이지/앱 공지사항) 

한국스마트카드 【모바일티머니 제로페이 이용고객 대상 프로모션(안)】 

 ▸모바일티머니 제로페이 가입 후 계좌등록 완료시 1,000T 마일리지 적립(1회 한도) 

 ▸프로모션 기간 중 5,000원 이상 결제시 500T 마일리지 적립(1회 한도) 

 ▸모바일티머니 사용실적 연계 제로페이 결제금액의 1%를 T-마일리지로 제공(월 3,000원 한도) 
머니트리 【머니트리로 제로페이 결제하고 ‘황금 머니트리 캐시’ 받자】 

 ▸머니트리로 제로페이 결제한 고객 대상 중 추첨을 통해 경품 지급 

  - 황금 머니트리 캐시 1명, 머니트리 캐시 1만원 100명, 머니트리 캐시 5천원 200명
신세계아이앤씨

【이마트 24 특정상품(논의 중) SSGPAY 제로페이 결제 할인】

 ▸SSGPAY 사용자 이마트 24 편의점에서 특정상품 제로페이로 결제 시 30%할인 

핫플레이스x

제로페이
【이지제로페이 OPEN 이벤트~ 페이백 받고! 스타벅스 커피 마시자!】

 ▸이지제로페이로 결제한 고객 첫 결제 시 2,000원 페이백(5천원 이상 결제에 한함)

 ▸이벤트 기간 내 5회 결제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기프티콘  증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