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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스마트폰의 급성장 및 스마트폰 보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스마트폰 기반의 결제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기반의 결제서비스는 개별 카드사에서 직접 짂행하고 있는 관계로 범용성
이 떨어져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스마트폰 비율 2013년 12월 90.5%!!

[국내 LTE가입자 전망][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및 스마트폰 보급률 전망]

▶ 2012년 Hot Trend 스마트폰

- 스마트폰을 이용한 다양한 결제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음
- NFC를 활용한 결제서비스 모델이 주를 이룸
- 카드사별 스마트폰 결제앱을 출시하고 있음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현황]



PayApp서비스는 스마트폰에 별도로 카드리더기를 장착되어야 하거나 또는 NFC를 이용한 스마트폰 결제서비스가 아닌
수기특약(신용카드 번호입력방식)결제를 탑재하여 휴대폰 기종에 상관없이 온/오프라인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서비스입니다.

온 / 오프라인 결제 지원



SMS 결제

원거리의 고객 또는 만나기 힘든분께 결제를 받으실 일이 있으세요?

웹결제창

ARS음성



대량 SMS 결제

다수의 고객에게 결제를 받으실 일이 있으신가요?



QR코드 결제

매장에 방문한 손님들이 카드도 현금도 없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블로그 및 카페결제

홈페이지 또는 카페 블로그에 결제창을 부착하고 싶으세요?



• 판매자가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여 오프라인에서 구매자에게 결제를 요청할 수 있음(특허출원)
• 구매자가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즉시 모바일 웹 또는 ARS를 통해 결제를 짂행할 수 있음(특허출원)
• 판매자가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구매자가 판매자를 대상으로 결제를 진행할 수 있음(특허출원)
• 콜센터 고객관리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전화연결 고객(CID추출)에게 실시간 결제를 요청할 수 있음.(B2B 연결API제공)
• 구매자의 앱 설치 시 판매자 휴대폰번호를 검색하여, 판매자의 회원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판매자에게 결제가능(특허출원)
• QR코드 생성 시 전단지 또는 카페 블로그에 결제창을 부착할 수 있음.



PayApp 결제 FLOW : 판매자가 고객에게 결제를 요청하여 고객이 결제를 짂행하는 프로세스

PGPayApp판매자고객

1 APP 다운로드/판매자회원가입1. APP 다운로드/판매자회원가입

2. 고객 휴대폰번호로 결제요청

상점명 / 상품명 / 휴대폰번호 / 결제금액

결제 OK?

3. 결제요청 SMS 메시지 전송

4. 신용카드or 휴대폰결제 요청

5. 결제성공전문송신

6. 결제성공 PUSH메시지 전송

7. 결제성공 SMS 메시지 전송



결제프로세스 : 판매자가 고객에게 결제를 요청하여 고객이 결제를 짂행하는 프로세스

1. 판매자 2. 구매자 3. 구매자 5. 판매자
상품명, 단가 및 구매자 휴대
폰번호 입력 후 결제요청

결제요청 SMS 확인 후
링크된 결제창 이동

결제요청 내역 확인 후
결제짂행

구매자 결제 완료 시 결제승
인 PUSH메시지 전송



결제 취소 프로세스 : 판매자가 실시간으로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판매자 2. 판매자 3. 판매자 5. 판매자
결제취소 품절사유입력 결제취소 확인 결제취소완료



모바일 웹 결제 : 구매자가 스마트폰 보유자인경우
고객은 결제요청 SMS 수싞 후 SMS내 포함된 결제 URL을 클릭하여 웹 결제창으로 이동

1. 구매자 2. 구매자 3. 구매자 4. 구매자 5. 구매자매자
URL클릭

매자
결제내역 확인 결제수단선택 결제 영수증출력



ARS 결제 : 구매자가 일반폰(피쳐폰) 보유자인경우
고객은 결제요청 SMS 수신 후 통화키를 눌러 ARS 결제서버로 접속 후 결제를 진행함

1. 통화키 누름 2. 1599-6495 연결 3. 결제대기건 선택 4. 신용카드결제



PayApp Target Market



(VAT 별도)

구분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수수료 3 4% 5 0%

(VAT 별도)

결제 수수료 3.4% 5.0%

결제 주기 D+5일 D+5일

가입비 120 000원 / 부계정 무료 생성* 가입비 120,000원 / 부계정 무료 생성



감사합니다.
가입센터(070-7477-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