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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페이업 서비스를 회원가입 후 가입한 ID / PW 로 접속
수기결제, SMS결제, URL결제, 카드 단말기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

수기결제

SMS결제

서비스명

URL링크결제

단말기결제

라이브샵

서비스설명 주요 사용처

인터넷웹, 어플등을통해상점관리자사이트로그인후
판매자가카드정보입력후카드결제

펜션, 홈쇼핑, 
전시업체, 여행사

구매자가핸드폰에 SMS 결제요청문자발송후
구매자가직접카드정보입력하여카드결제

SNS 마켓에결제요청 URL(사이트주소)를삽입,
구매자가링크클릭시상품정보가담긴결제창호출

판매자가스마트폰이어폰단자에리더기(단말기)
연결하여결제

무료동영상쇼핑몰서비스

학원,협회

SNS마켓
(블로그,카스,인스타그램)

푸드트럭,배달업체,
재래시장,전시참가업체

온라인쇼핑몰이
없는가맹점



페이업 서비스의 장점 : 안전하고 편리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 수기결제 서비스

• SMS결제 서비스

• URL링크결제 서비스

• 스마트폰 단말기 결제 서비스

• LIVE SHOP 동영상 쇼핑몰 서비스 제공

• 현금 영수증 발급

•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 초기 가입비 이후 추가비용(월 관리비,연회비) 없음

 비대면 신용카드 결제가 필요한 판매자
 쇼핑몰 없이 온라인 거래를 희망하는 판매자
 SNS에서 물건 판매 업체

대상 가맹점

서비스 소개.



페이업 홈페이지 및 서비스 가입

www.payup.co.kr

■ 판매자 회원가입

서비스 소개.



온라인
회원가입
(가입신청)

가입비 입금 및
계약체결

pc 로그인

모바일로그인

상점 로그인
ID개통

로그인 서비스 이용

가맹점계약완료 : 계약체결후서비스개통까지 3~7일이내

YES

NO

체결 후 서비스 로그인.



고객과 상담원(판매자)가 통화하면서 빠르게 신용카드 결제 처리

TV 홈쇼핑에서 물건 결제하는 방식, 구매자와 통화하면서 신용카드 결제

수기 결제 서비스.

1. 필수 결제정보 입력

2. 카드 정보 입력



로그인 만으로 인증절차 없이 신용카드 결제 가능
카드 번호, 유효기간 입력으로 간단하게 결제 완료

결제 영수증을 문자,이메일 발송

수기결제서비스
모바일화면

SMS결제선택
수기결제 선택 판매/주문정보 입력 카드정보 입력

01 02 03

수기 결제 서비스.



고객에게 문자를 발송하여, 고객이 직접 신용카드 결제하는 서비스

카드정보를 불러주기 꺼려하는 고객을 위해 문자를 발송, 고객이 직접 카드정보를 입력

SMS 결제 서비스.

1. 필수 결제정보 입력

2. 카드 정보 입력



SMS결제서비스
모바일화면

SMS결제선택
SMS결제 선택 SMS결제 요청 SMS 수신

01 02 03

로그인 만으로 인증절차 없이 신용카드 결제 가능
카드정보를 고객이 직접 입력

정보노출에 민감한 고객을 위한 결제

SMS 결제 서비스.



고객님께 결제요청 SMS를 대량/예약 발송이 가능한 결제 시스템

엑셀 샘플 다운로드 후 시간과 날짜를 선택하여 대량으로 SMS 발송

SMS 대량결제 서비스.



SNS마켓 등 URL 링크를 통해 고객이 직접 카드정보 입력 후 상품 구매

페이업

5

카드사

승인결과

8 승인요청

9 승인결과

1 계약상품등록

6 승인결과 및 주문정보

2 상품,결제 URL링크

7 상품배송
4 승인요청

3 주문서 작성 및 결제

구매자

상점

URL결제 서비스.



판매상품등록 결제URL 생성&복사1 2

URL 결제 서비스-판매자 화면.



URL 링크접속 상품정보확인 주문자/수령인정보입력 결제진행

URL 결제 서비스-소비자 화면.



결제성공시자동으로
영수증출력

단말기 결제 서비스.



페이업이 제공하는 무료 동영상 쇼핑몰 서비스

온라인 쇼핑몰이 없거나 블로그 SNS판매에 특화된 쇼핑몰 운영 시 무료로 이용 가능

LIVE SHOP.



처음설정시비밀번호입력후 [가입하기] 클릭1

2 거래유형, 과세형태, 거래금액, 봉사료, 거래처식별번호입력후 [현금영수증] 클릭

공급가액, 새액은 자동 계산입니다.
모바일 어플에서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하기.



주요항목 비용 비고

결제 수수료 3.3% 부가세 별도

초기 가입비 20만원 부가세 별도

보증보험 25,420원 200만원 기준

정산주기 D+7일 승인일 이후 7영업일에 정산

보증보험 200만원권에 가입하시면 월 승인한도 200만원 (업종별 상이), 차후증액 가능

■비용안내

보증보험금액 월 거래 승인 한도 요율 비고

200만원 200만원

1,271%

25,420원

500만원 500만원 63,550원

1,000만원 1,000만원 127,100원

■보증보험

월 거래금액 200만원 미만 업체는 보증보험 면제

결제대금은 승인일 이후 7영업일 이후 정산

수수료 및 비용안내.



필요서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결제서비스 계약서 2부

사업자등록 사본

정산통장 사본

대표자 신분증(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개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법인 등기부 등본

필요서류안내.



페이업㈜은
O2O 간편결제 솔루션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 2016.10 : 페이업 주식회사 법인설립

- 2016.10 : 모바일 결제 플랫폼 ‘CardMobile' 서비스 오픈(현재, 누적 거래액 : 150억 원)

- 2017.06 : 중소벤처기업부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 2017.12 : 2017년 매출액 3.2억 원 (누적 90억 원)

- 2018.03 : KTB 투자증권 크라우드펀딩 투자유치(2.3억)

- 2018.05 :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 사업화 선정 협약 체결

- 2018.07(현재) : 버테코, 성지회계법인, 모두투어, 인천 벤처 협회(약 500개 가맹점 유치)

특허등록증 블록체인 기술이전 계약서 벤처기업확인서/연구소 인정서

APPENDIX-현재STATUS.



제목 날짜 언론사

문병래 페이업 이사의 Start up pitching 2018. 06. 20 이데일리

페이업, 초간편 결제 시스템으로 수기결제 시장 바꾼다! 2018. 04. 13 시사뉴스타임

페이업, SNS형 동영상 쇼핑몰 ‘라이브 숍(Live Shop)' 
서비스 무료 제공

2018. 03. 23 서울경제

비즈니스 플랫폼 로켓펀치, KTB투자증권 협업…1호
크라우드펀딩 기업 ‘페이업’ 투자완료

2018. 03. 16 서울경제

KTB투자증권, 30일까지 '페이업' 크라우드 펀딩 모집 2018. 03. 07 매일경제, MBN

페이업, 첨단 ‘간편수기결제’기술로 ‘디지털 강국’ 이끌어.. 2018. 01. 30
Hankook Media 

Network

"사장님들 페이(Pay)를 업(Up) 해드립니다" 2018. 01. 14 메트로신문

페이업, '블록체인'으로 간편+안전 신용카드 결제 2017. 09. 19 머니투데이

APPENDIX-언론보도.



THANK YOU

페이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4 엠스테이트 빌딩 B동 411호

Tel. 02-1644-1017 │ E-MAIL help@payup.co.kr │  Web  https://www.payup.co.kr

010-6651-2441
moon@payup.co.kr

문 병 래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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