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휴카드 비비고와 함께하는 제휴카드 안내입니다.

THE CJ 카드 20%할인 + 2%적립

The CJ카드로 결제 시 20%할인 및 The CJ카드 적립금 2%적립

(KB, 현대, 신한, 삼성, SCBC, 씨티, 하나, 롯데)

1일 1회, 할인 전 식사금액 20만원 한도 내

전월 사용 실적에 따라 할인율 제한 가능 (자세한 사항은 각 카드사에 문의)

문의: 080-000-6006

※ 인천공항 입점 매장 제휴 적용 불가

할인혜택카드



CJ ONE 카드 다양한 혜택이 가득한 CJ ONE카드를 만나보세요.

포인트 적립

0.5%적립 l 더플레이스, 비비고, 제일제면소, 빕스버거, CJ푸드월드, 차이나팩토리 딜라이트, 계절밥상

- 영수증 날짜 기준, 30일 이내 사후 적립 가능

2% 적립 l 투썸플레이스, 주스 솔루션

- 2% 적립 또는 제휴/할인 후 0.5% 적립

- 영수증 날짜 기준, 결제 당일에 한해 사후적립 가능 (기존 결제 취소 후 적립)

3% 적립 l 빕스

- 3% 적립 또는 제휴/할인 후 0.5% 적립- 3% 적립 또는 제휴/할인 후 0.5% 적립

- 영수증 날짜 기준, 30일 이내 사후적립 가능 

5% 적립 l 뚜레쥬르

- 5% 적립 또는 제휴/할인 후 0.5% 적립

- 영수증 날짜 기준, 결제 당일에 한해 사후적립 가능(기존 결제 취소후 적립)

- 비비고에서는 결제금액의 0.5% 적립됩니다.

- 동일매장 기준 1일 최대 5회까지 적립 가능합니다. (선적립 카드는 최대 3회)

- CJ ONE 제휴 브랜드의 매장과 온라인에서 상품/서비스 구매 시 결제하신 금액의 0.1~5%까지- CJ ONE 제휴 브랜드의 매장과 온라인에서 상품/서비스 구매 시 결제하신 금액의 0.1~5%까지

   CJ ONE 포인트가 기본 적립됩니다.

- 비비고 인천공항 입점 매장은 CJ ONE 적립이 불가합니다.

보너스 포인트 추가적립

- 매월 CJ ONE 제휴 브랜드를 4개 이용하시면, 해당 월 총 적립 포인트의 50%를 보너스 포인트로 추가 적립해드립니다.

   (인천공항 입점 매장 제외)

   (예: 비비고, CGV, 올리브영, 오쇼핑에서 한 달동안 총 1,000 포인트 적립시, 익월에 500 포인트 추가 적립.)

- 매월 CJ ONE 제휴 브랜드를 5개 이상 이용하시면, 해당 월 총 적립 포인트의 100%를 보너스 포인트로

   추가 적립해드립니다. 

   (인천공항 입점 매장 제외)

   (예: 비비고, CG   (예: 비비고, CGV, 올리브영, 오쇼핑, 엠넷에서 한 달동안 총 1,000 포인트 적립시, 익월에 1,000 포인트 추가 적립.)

기본 적립 포인트의 50% 또는 100% 추가 적립

쿠폰 서비스

CJ ONE 회원이 되시면 쿠폰 찾아 여기저기 다닐 필요 없이 CJ ONE 제휴 브랜드의

쿠폰을 카드 한 장에 담아 드립니다.

단, 반드시 CJ ONE 카드를 제시하셔야 쿠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카드 또는 APP 가능)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CJ ONE 카드 한장에 쏘옥~

문화 공연과 이벤트

CJ ONE 회원 전용 문화 공연 및 다양한 이벤트 혜택이 가득~

CJ ONE 혜택안내



제휴상품권 비비고와 함께하는 제휴상품권 안내입니다.

주의사항

1. 상품권은 액면가액이 1만원 초과 시 60%, 1만원 이하 시 80% 이상을 사용하시는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상품권을 2매 이상 사용하시는 경우 액면가액의

   총합계 금액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 잔액 지급 기준 미만으로 상품권 사용 시 잔액에 대해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품권은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습니다.

4. 상품권이 심하게 훼손되어 상품권의 액면가액 및 발행 번호의 파악이 불가능 하거나,

    발행사 상품권임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행사 상품권임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이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6. CJ상품권은 5천원,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4종이 있습니다.

7. 인천공항 입점 매장은 사용 불가합니다. 

CJ상품권

주의사항

1. 상품권은 액면가액이 1만원 초과 시 60%, 1만원 이하 시 80% 이상을 사용하시는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상품권을 2매 이상 사용하시는 경우 액면가액의

   총합계 금액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 잔액 지급 기준 미만으로 상품권 사용 시 잔액에 대해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품권은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습니다.

4. 상품권의 도난, 분실한 경우 재발행 되지 않습니다.

5. 상품권이 심하게 훼손되어 상품권의 액면가액 및 발행 번호의 파악이 불가능 하거나,5. 상품권이 심하게 훼손되어 상품권의 액면가액 및 발행 번호의 파악이 불가능 하거나,

    당사의 상품권임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이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입니다.

7. CJ푸드빌 상품권과 CJ상품권이 통합됨에 따라 CJ푸드빌 상품권은 더 이상 판매되지 않으며 사용만 가능합니다.

   (CJ상품권으로 대체됩니다)

8. 인천공항 입점 매장은 사용 불가합니다. 

CJ푸드빌 상품권



제휴상품권 비비고와 함께하는 제휴상품권 안내입니다.

주의사항

1. 상품권은 액면가액이 1만원 초과 시 60%, 1만원 이하 시 80% 이상을 사용하시는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상품권을 2매 이상 사용하시는 경우 액면가액의 총합계 금액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 잔액 지급 기준 미만으로 상품권 사용 시 잔액에 대해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품권은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습니다.

4. 상품권이 심하게 훼손되어 상품권의 액면가액 및 발행 번호의 파악이 불가능 하거나, 발행사 상품권임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입니다.

6. 상품권은 지류 상품권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모바일 상품권은 사용 불가합니다. 

7. 사용 시 불편한 사항은 고객행복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행복센터: 1577-0700)7. 사용 시 불편한 사항은 고객행복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행복센터: 1577-0700)

8. 인천공항 입점 매장은 사용 불가합니다.

신세계 상품권 문화 상품권 홈플러스 상품권 롯데 상품권 해피머니 상품권 갤러리아 상품권 국민관광 상품권

도서문화 상품권 GS칼텍스 상품권 S - OIL 상품권 해피21 문화관광 상품권 삼성 상품권 뚜레쥬르 상품권 SK 상품권

쇼핑문화 상품권 

제휴상품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