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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ple Profile

조사결과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

결제전환율은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경쟁력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결제 과정이 길고 복잡하다?
이용 브랜드의 결제창이 아니다?

결제전환율

100%

50%

결제전환율

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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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와 상생하는 결제 서비스
페이플 입니다.

Payple Profile

매월 초, 발송되는 뉴스레터에는 서비스 업데이트 소식 그리고 파트너사 인터뷰와
이벤트 제휴 및 홍보 혜택까지! 다양한 페이플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Payple Story

페이플 파트너사 임직원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준비하였습니다. 
Payple Membership

페이플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파트너사의 제휴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Co-Promotion

위 내용으로 파트너사와 진행하는 것은 무상으로 진행중이며, 
궁금한 사항은                             로 문의주세요.

더 알아보기

더 알아보기

mkt@payple.kr

https://www.payple.kr/membership
https://team.payple.kr/story


맞춤형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사업자의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가지 불편함과 문제점을 혁신으로 해소하는 Financial Partner가 되겠습니다.

페이플은 사람을 위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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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Passion

Payment People

Payple Profile



주요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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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링크결제 서비스 오픈

해외결제 서비스 오픈 (Visa, Mastercard, JCB) 

페이플 멤버십 오픈

페이플 허브 오픈

API 연동가이드 리뉴얼

500 Global, 스트롱벤처스 투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큐브 1기

혁신금융서비스 2년 연장

스트롱벤처스 투자

PG업 등록

NH 디지털 챌린지플러스 1기

금융규제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1차

프라이머 투자

우리은행 위비핀테크랩 3기

페이플 법인 설립

2023.02

2022.06

2022.04

2022.01

2021. 08

2020.09

2020.07

2020.07

2019. 12

2019.07

2019.04

2019.04

2018.09

2018.04

2018.03

Link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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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플 소개서

Partner



잘나가는 스타트업이라면
이미 페이플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07

Payple Profile



파트너사의 실제 후기 확인하고
결정하세요!

공동인증서 이용으로
불편한 결제방식 제공

페이플의 카드+계좌이체
통합결제 서비스로
매출 295% 상승!

 N사

타 PG 사의 경우
몇 주가 지나도 진행상황을

알지 못하는 답답함

접수, 심사, 연동까지
간편한 페이플 서비스로

빠르게 오픈

 D사

타 PG 사와의 비교 및
추가 설명 부족으로 인한

선택의 어려움

신속하고 친절한 답변으로
페이플 서비스를 선택하여

만족도 높은 운영

T사

기존 PG 사와 다를 바 없는
결제연동의 불편함과
기술지원 부족으로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

빠른 기술지원 서비스와
주니어급 개발자도

쉽게 이관 진행

 Z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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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사와 함께하는
제휴혜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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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5,000 크레딧 제공, 12개월의 기술 도움 Notion US $1,000 크레딧 제공

ZUZU 고객은 페이플 가입비 면제,
수수료 할인 혜택 제공

하이픈 API 데이터마켓 10만 비즈머니와
네이버 클라우드 크레딧 제공

나인하이어 50만원 상당의 크레딧 제공

구노 7일 무료체험 혜택 제공과
50% 할인 + 10% 추가 할인

1개월 무료체험, 월 10% 할인 혜택 제공

대량문자서비스 혜택 제공
알림톡 4.6원, SMS 8.5원, LMS 27원, 발송건수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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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플의 투자사
페이플은 투자사 스트롱벤처스, 500 Global, 프라이머와 함께합니다. 

Payple Profile



13

페이플 소개서

Service



1. Credit Card

앱카드 결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페이플은 국내 모든 카드사의 앱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정기 결제
정기배송, 구독 서비스를 운영 중인 파트너사라면
고객은 카드 정보만 입력하면 등록되고,
파트너사는 등록된 카드로 정기 결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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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ple Profile

카드 인증하기



2. Credit Card(해외)

해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비인증방식으로 결제전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보안성이 높은 본인인증 결제방식(3DS)로 추후 오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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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0

Welcome to
Payple Global Pay!

By placing your order, you agree to Payple's Terms & Conditions ,
Privacy policy and share the Personal data with third parties.

Payment Information

Card number

First Name

Email address

Last Name

Expiration date CVC

EN KOJA

Pay
세계 유수의 결제솔루션 업체인

Cybersource사의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인 Decision Manager를

기본제공하여 사기의심거래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기본제공
차지백(소비자가 카드 브랜드사인

VISA, MASTER로 환불 요청을 하는
경우) 발생 시 이의제기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차지백 이의제기 지원 서비스
파트너사별로 세일즈 담당자를

배정해드리기에
빠른 소통이 가능합니다.

더 알아보기

파트너사별 담당자 배정

https://team.payple.kr/customer-story


3. Bank Account Transfer

정기 결제
종이 동의서 필요없이 ARS 인증만으로
계좌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인계좌도 가능

간편 결제
재방문 고객을 위한 서비스로 최초 계좌 등록 후
결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결제가 가능합니다.

일회성 결제
공인인증서, 별도 앱 설치 없이 최초 결제 시
ARS 인증만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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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름

생년월일과 성별

휴대전화

통신사

1 9 8 5 0 1 0 1

계좌번호

은행 -없이 입력해주세요.

1

개인(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본인 인증하기

계좌등록

계좌등록

안전한 결제를 위해 ARS 인증을 진행합니다.

전화를 받고 아래 인증번호를 입력해주세요.

6 5 5 0

본인인증

전화받기

계좌등록

결제 비밀번호 설정

안전한 결제를 위해

결제 비밀번호 6자리를 설정해주세요.

간편결제

전화받기

계좌등록

0 4 7 2

5 7 3 9

4 8 전체삭제



4. Link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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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개발 없이 페이플 관리자 화면에서 링크를 만들어 문자 및 SNS, 밴드로 보내기만 하면 끝! 
개발자가 없는 스타트업 또는 인플루언서나 밴드 이용자라면 간편한 링크결제를 이용해 보세요.

Payple Profile

고객님, 결제 가능한 
링크 보내드립니다.

간편하게 카드결제하기

간편하게 계좌결제하기

신용카드 결제하기

원데이 클래스 추가 재료비
고객님, 원데이 클래스 추가 재료비입니다.
아래 편하신 수단으로 결제를 진행해 주세요.

12,400 원

결제마감 12개 남음 2022-12-24 23시 까지

Powered by

링크결제 생성하기

결제완료창 옵션 정보
판매자 공지

원데이 클래스 일정이 궁금하다면?

결제자 유도

기본정보
상품명

원데이 클래스 추가 재료비

상품설명

상품가격

고객님, 원데이 클래스 추가 재료비입니다. 아래 편하신 수단으로
결제를 진행해 주세요.

��,��� 원

결제 옵션 정보
결제마감 수량

결제마감 일시

설정 설정안함

�� 개

설정 설정안함

�������� ��:��

링크 만들고 복사하기

국내 해외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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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제 체험서비스
페이플 홈페이지에서 카드결제와 링크결제 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도입 전에 미리 체험해보세요!

 카드 결제된 금액은 익일 새벽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Payple Profile

결제하기

URL 링크결제 생성
(주)테스트

링크결제 생성 테스트

관리자 페이지

상품명

결제금액

테스트

1004

링크 만들고 복사하기

안녕하세요. 고객님.
빠르게 결제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_̂̂

메세지 입력

고객님

오후 17:15

오후 17:16

보내기

다용도 보관함 1개
42,000원 간편결제하기

페이플샵
(주)페이플

카드가 등록되었습니다.

결제방식

구매자명

카드결제

김이플

처음으로 이동하기

카드 등록
(주)테스트

카드번호

유효기간

생년월일 6자리 또는 사업자번호 10자리(법인)

비밀번호 앞 2자리

카드 등록하기결제하기

결제방식

상품명

결제금액

구매자명

정기결제

테스트

1004

테스트

카드등록 및 결제

카드 결제 테스트
(주)테스트



전자금융거래법 제 28조에 의거, 플랫폼 사업자의 재정산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에 해당.
전자금융업자인 페이플을 통해, 전자금융업 등록 없이 하위 판매자에게 재정산 업무 수행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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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플 허브는 플랫폼 및 중개 비즈니스 사업자를 위한 지급이체 대행 서비스입니다.
API 연동을 통해 수작업으로 인한 휴먼 에러를 예방하고, 비즈니스에서 소중한 자원인 인력과 시간을 절약해보세요.

6. 

플랫폼 사업자의
지급 요청

고객의 결제
페이플 허브

요청 금액 지급
플랫폼 입점 사업자의

정산 완료

Payple Profile



7. API 연동 가이드
초보개발자도 쉽게 이해하고 연동 가능하도록 유튜브 영상을 제공하며
PHP, Java, Node.js, React, Python 등 모두 개발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 안내로 더 편리한 연동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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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r.payple.kr

Payple Profile

https://developer.payple.kr/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HoPy_CTvWkw1EpgzK_OMhHgPU_0DYCBs


T 1522-5013      E sales@payple.kr     H www.payple.kr


	빈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