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팔 가입 & 
계좌 연결 하기

guide

[ZOTAC CUP 상금 수령을 위한]



STEP 1

www.paypal.com/kr 에 들어가, [지금 가입하기] 혹은 [회원가입]을 누르세요.

http://www.paypal.com/kr


STEP 2

Paypal 로 구매하기를 선택하고 [다음으로]를 눌러주세요.



STEP 3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STEP 4

해당 항목을 작성한 뒤, [다음]버튼을 눌러 주세요.



STEP 5

해당 항목을 작성해 주세요.



STEP 6

신분증 유형은 둘 중, 아무거나 선택해도 됩니다.
여권번호나 운전면허증 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STEP 7

모든 항목이 입력되었으면
가장 하단의 ‘본인은~’ 부분만 체크하고
[동의 및 계정 만들기]를 눌러 주세요.

(PayPal One Touch는 선택 사항)



STEP 8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 혹은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카드 연결]을 클릭하세요.



STEP 9

핸드폰 인증이 필요하다고 나오면
자신의 번호를 입력한 후, [Get the App Link] 버튼을 누르세요.

잠시 뒤 핸드폰으로 어플 다운로드 링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TEP 10

핸드폰으로 온 인증번호까지 입력을 했다면
[Done]을 눌러 주세요.



STEP 11

Paypal 로그인 후,
오른쪽에 [카드 또는 은행 연결]을 눌러 주세요.



STEP 12

[은행계좌 연결] 을 눌러 주세요.



STEP 13

은행이름에 사용하고 있는 은행명을 입력하면 은행코드는 자동 입력 됩니다.
계좌유형은 ‘예금＇을 선택해 주세요.

이후 정보를 입력한 후,
[동의 후 연결]을 클릭해 주세요.



STEP 14

며칠 뒤, 해당 계좌로 Paypal이 소액을 입금해 줍니다.
다시 Paypal에 로그인 후, 본 금액 계좌 인증 란에에 입력하세요.

계좌인증을 하면 2~3일 후에 계좌가 인증 됩니다.

그러면 국내 계좌 연결 끝!



STEP 15 : 상금 받는 법 (국내 계좌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금 받기를 따로 진행하지 않으면 계좌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입금 후 30일 내에 상금 수령 (Claim)을 하지 않아 상금을 받지 못한 것은 당첨자 과실로, 
진행 측에서 책임 지지 않습니다.

조텍컵 3위 안에 들어가면
약 14일 이내에 상금이 페이팔 계좌로 지급 됩니다.

상금이 입금되었으면, 
[금액 이체] 버튼을 눌러 국내 계좌로 송금을 해주세요.

30일 내에 국내 계좌로 송금하지 않으면
입금된 금액은 다시 주최 측에 반환 되며, 재지급되지 않습니다.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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