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결제 오프라인결제 송금서비스 PAYCO포인트

포인트전환 포인트ATM 출금 SC제일은행 티머니

PC, 모바일에서 카드/계좌/휴대폰

무엇이든 PAYCO 간편결제

다양한 오프라인 매장에서

PAYCO 간편결제

계좌 번호로, 휴대폰 번호로

PAYCO에서 바로 송금

현금처럼 사용하는 PAYCO 포인트!

충전포인트로 결제하면 최대 3% 적립혜택까지!

다양한 금융 포인트를 모아서

PAYCO 포인트로 전환!

ATM에서

포인트 충전도 하고

즉시 출금까지! 

수수료 없는 송금부터

ATM 입·출금까지!

대중교통과 온/오프라인 쇼핑까지

PAYCO 티머니로 간편하게!

PAYCO기능소개 – 스마트한 금융(1)



PAYCO기능소개 – 스마트한 금융(2)

청구서

카드조회

대출추천

제휴계좌/
카드발급

계좌조회

신용카드/지방세/공공요금 등

청구서 조회 서비스

제휴 혜택이 있는

PAYCO 전용 계좌, 카드를

비대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신용등급 및 변동내역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제휴 혜택이 있는

여러 대출상품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여러 은행계좌의

잔액과 거래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9 10 11

12 13 신용관리14

여러 카드사의

거래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PAYCO기능소개 – 생활 밀착형서비스

맞춤쿠폰 쇼핑 쇼핑적립 멤버십

식권 선물하기 매거진 운세

개인화된 랭킹 시스템 기반으로

회원에게 맞춤형 혜택을

매칭시켜주는 서비스

제휴 쇼핑몰 상품과 핫딜을

빠르게 검색하는 서비스

제휴 쇼핑몰에서 구매 후

PAYCO포인트를

적립 받는 서비스

모바일 멤버십 카드 발급 및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서비스

온라인결제 오프라인결제 송금서비스 PAYCO포인트

포인트전환 멤버십 SC제일은행 티머니

PC,�모바일에서카드/계좌/휴대폰

무엇이든 PAYCO�간편결제

다양한오프라인매장에서

바코드,�NFC로 PAYCO�간편결제

계좌번호로,�휴대폰번호로

PAYCO에서바로송금

현금처럼사용하는 PAYCO�포인트!

충전포인트로결제하면즉시할인혜택까지!

다양한금융포인트를모아서

PAYCO�포인트로전환!

*�PAYCO�앱전용서비스

멤버십적립과이벤트혜택도 PAYCO로!

결제시자동적립되는편리함까지!

수수료없는송금부터

ATM�입·출금까지!

대중교통과온/오프라인쇼핑까지

PAYCO로간편하게!

유명브랜드 상품 교환권과 상품권을

구매 또는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

임직원 식대 및 조직비 관리가

가능한 기업 전용 서비스

여행,음식,건강,리빙,자동차에 관한

전문 큐레이터의 컨텐츠 제공

오늘의 운세와 토정비결을

제공하는 서비스



지문인증/결제비밀번호입력

지문인증/결제비밀번호입력으로온라인∙모바일결제

결제진행 로그인 결제수단확인



삼성페이와의만남으로더강력해진
오프라인간편결제

오프라인결제선택

PAYCO 결제or 삼성페이결제 중선택가능
지문인증/결제비밀번호입력결제수단선택 바코드제시→ →→

삼성페이로상점어디든결제가가능한오프라인결제



・결제

・쇼핑채널링

・배달채널링

・PAYCO 로그인

・PAYCO 검색

・QR 바코드/ 제로페이

・임직원식권

・멤버십/ 멤버십호스팅

・기프티콘

・계좌/카드관리

・신용카드

・PAYCO 쿠폰

・PAYCO 포인트

・PAYCO 상품권

빅데이터를활용한타겟마케팅플랫폼



2중보안솔루션으로누구도

PAYCO앱에침투할수없습니다.

모바일 앱 보안 솔루션을 2중으로 적용하여 앱의 위·변조와

루팅된 단말기 등을 실시간으로 탐지 및 차단합니다.

PAYCO는여러분의신용카드정보,

결제비밀번호를알수없습니다.

PAYCO에 등록된 모든 정보는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보관되며, 가상카드번호로 결제 처리 됩니다.

국제표준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으로

신뢰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합니다.

ISO/IEC 27001인증, ISO/IEC 29100인증 획득을 통하여

국내·외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정거래를실시간으로탐지합니다.

PAYCO는 24시간, 365일 FDS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여러분의 안전한 결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PAYCO

2019년 4월 기준

56%

44%

960만명 1.3조원

1Q 거래규모결제 이용자

9.6조원

누적결제액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PAYCO

회사명 네이버 카카오페이 삼성전자 NHN PAYCO

출시일 2015.6 2014.9 2015.9 2015.8

가입자수
2,600만명

(18.12)

2,300만명

(18.08)

1,400만명

(18.08/PU기준)

9.6960만명

(19.04/PU기준)

누적거래액
12조원

(17.12)

20조원

(18.12)

40조원

(19.05)

9.6조원

(19.04)

가맹점수
온라인 : 26만개

오프라인 : 16만개

온라인 : 1.2만개

오프라인 : 19만개

온라인 : 6개

오프라인 : all

온라인 : 10만개

오프라인 : all

기능

온라인간편결제 O O O O

오프라인간편결제 QR QR NFC MST, NFC, Barcode, QR

송금 O O X O

T-Money X X O O

금융 X O X O

청구서 X O X O

포인트 O O X O

기타 네이버쇼핑 플랫폼사용 카카오톡 플랫폼 사용 오프라인 가맹점 특화
웹/앱 간편결제

삼성페이 가능

간편결제시장비교



NHN PAYCO 와 자회사는결제사업 권한을획득하고 있습니다. 

PAYCO의관계사

Payment related Licenses



10만 온라인 가맹점, 270만 스토어에서 PAYCO를 만나보세요.

삼성페이를 PAYCO 앱에서도 사용가능합니다.

호스팅사 ‘고도몰’ 간편결제 도입

‘한국스마트카드’와 티머니 결제

KB국민카드’와 핀테크 활성화 MOU 체결

‘SC제일은행’와 전략적 제휴

호스팅사‘카페24’ 간편결제 도입

6월

8월

8월

11월

12월

호스팅사 ‘메이크샵’ 간편결제 도입

‘GS리테일’과 팝티머니 결제 제휴

‘티켓몬스터’와 전략적 제휴

‘롯데카드’ PAYCO 결제창 오픈 / 

‘우리카드’ 금융서비스 공동개발 MOU체결

‘이니시스’와 전략적 제휴

‘대한항공, 에스오일, 아워홈, 토니모리’ 멤버십 제휴

‘삼성카드’ PAYCO 결제창 오픈 / ‘신한은행’ 계좌서비스 계약 체결

‘NICE정보통신’ VAN사 제휴

‘CU’ 오프라인 결제 및 멤버십 제휴

1월

3월

4월

5월

7월

10월

11월

12월

‘스마트로’ 外 6개 VAN사 제휴

‘국민카드’ PAYCO 결제창 오픈

‘우리은행 W-PAY(가칭)’ 공동개발 예정

'신한카드’ PAYCO 결제창 오픈

'현대백화점’ 전략적 제휴

'정부24’ PAYCO 간편결제 오픈

'SSG닷컴’ PAYCO 간편결제 오픈

'GOOGLE PLAY’ PAYCO 포인트 오픈

삼성페이’ 전략적 제휴

'농협카드' PAYCO 결제창 오픈/

'인터넷지로' PAYCO 간편결제 도입/

'갤러리아백화점', '현대백화점' 오프라인 결제 오픈

1월

2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모빌리언스’ 결제창 내 PAYCO 간편결제 오픈

‘LG  U+’  결제창 내 PAYCO 간편결제 오픈

서울시 제로페이 제휴

‘한화투자증권’ 전략적 제휴

삼성페이(MST) 오프라인결제 오픈

‘한화생명’ 전략적 제휴

6월

7월

8월

11월

2018

2016

2015

2017

다양한제휴로최다온/오프라인 가맹점보유



2015.08

PAYCO정식오픈

2016.03

PAYCO 오프라인결제확대

2016.06

간편송금출시

2016.12

누적거래액1조원

월결제액1천억원돌파

2017.07

누적거래액2조원

월결제액2.4천억원돌파

2017. 09

기프트샵, 배달서비스출시

2017. 11

구글스토어페이코결제적용

삼성페이제휴

갤러리아백화점, 현대백화점오픈

2018. 3

맞춤혜택서비스출시

2018. 8

삼성페이오프라인결제오픈

2018. 11

금융서비스오픈

2019. 05

‘혁신금융서비스’로선정(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실증서비스지원사업’  금융분야사업자로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