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ort PROPOSAL

서비스 소개서

1시간이면 개발하는 결제 API 서비스

Confid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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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누적 4조, 연간 거래액 3조,
1,600+ 가맹점을 보유 중인
통합 PG 호스팅 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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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코드 1줄 추가면,
모든 결제 연동이 완료됩니다.

결제 연동 기간 6개월에서 6시간으로 단축!
API만 호출하면, 모든 결제 수단(신용카드, 간편결제, 휴대폰 등)
연동까지 한번에 해결 가능하며, PC, Mobile, In-App 결제 등 따로
개발 필요 없이 동일한 코드를 이용하여 한번에 연동 가능합니다.

결제 수단 변경/추가 시,
각각 독립 모듈 개발

약 6~10개월
통합 PG 1개월
휴대폰결제 1~2개월
네이버페이 1~2개월
카카오페이 1개월
페이코 2개월
차이 1개월

<script type=“text/javacript” src="https://service.iamport.kr/js/iamport.payment.js"></script>

결제 수단 변경/추가 시,
파라미터 값만 수정

약 6시간

통합 PG 1시간
휴대폰결제 1시간
네이버페이 1시간
카카오페이 1시간
페이코 1시간
차이 1시간

Setup Complete!

“I’mport의 API 문서는 매우 명확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필립모리스의
개발자들이 연동을 3시간 안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빠르게 연동을
한 후 테스트 기간에 실패율이 0이어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런 성과는
제 개발 커리어에서 따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 필립모리스 시니어 매니저

연동 메뉴얼: https://docs.iampor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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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든 결제 수단과
다양한 결제 기능을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모든 결제 수단 지원!

멀티 PG 시스템 구축 가능!

국내 신용카드, 간편결제, 휴대폰결제, 실시간계좌이체, 가상계좌이체 등
모든 결제 수단을 제공하며, 해외 카드, 간편결제 또한 제공합니다.

쉽게 여러 개의 PG 결제 연동이 가능하며, 아임포트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결제 비율 배분 조정 또한 가능합니다. (Fail-over 시, 자동 변경 기능 제공)

신용카드결제

80 %

20 %

휴대폰결제

60 %

* 지원 결제 수단
- 통합PG: NHN KCP, KG이니시스, 나이스페이먼츠, 토스페이먼츠, KICC 등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가상계좌 등 통합 결제 제공 PG)
- 간편결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차이페이, 페이코, 스마일페이 등
- 휴대폰결제: 다날, KG모빌리언스 등

- 해외결제: Paypal, VISA/MASTER, WeChat Pay, Alipay 등

40 %

* 지원 결제 수단
- 신용카드, 휴대폰결제와 같이 동일 영역에 다중으로 이용 중인 모든 결제 수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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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다양한 결제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정기 결제 서비스

후불 결제 서비스

예약 결제 서비스

매주/매월 설정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동 결제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드리며,
각 기간 별 금액 변경 기능도 함께 제공합니다.
(ex. 첫 달 0월 결제 이후 두번째 달부터 과금)

이용한 만큼 과금 되는 방식의 후불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며, 카드 종류 별로
구분하여, 제외 기능 또한 제공합니다.
(ex. 후불 결제 서비스 등록 시, 체크 카드 제외)

미리 설정해 놓은 일자, 시간에 맞춰 결제
요청할 수 있는 예약 결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기간 설정에 따라 얼마든지 요청 가능하기
때문에 미납률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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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쉽게
자사 간편결제 구축 가능합니다.
White Label 서비스란?
가맹점 전용 간편 결제 서비스로 최초 1회 결제수단 등록 후,
설정된 결제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결제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Sample Pay
신용카드

서비스 특징?

휴대폰

계좌이체

등록한 결제수단

관리

커스터마이징
가맹점 BI, 결제창 색상 등 다양하게 커스텀 가능한 기능 제공하여,
쉽게 자사 간편결제 구축 가능.

쉽게 모든 결제 수단 연동
카드, 계좌, 휴대폰, 선불충전 등 쉽게 한번에 연동 가능.

자유롭게 PG사 변경 가능

CHAI

기존 PG사에서 제공하는 종속된 간편결제와 달리 고객사에서
결제 정보 100(%) 소유 가능하며, PG사 변경이 자유로움.
결제하기

높은 보안성
보안 키패드 및 E2E 암호화를 통해 안전한 결제 시스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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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합 어드민을 통해 사용 중인
모든 PG사의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모든 PG사
통합 어드민 제공

온/오프라인 결제 데이터
통합 어드민 제공

멀티PG 사용 중이라도 모든 결제사의
거래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

기존 온/오프라인 결제 데이터의 경우
VAN/PG 각각 어드민을 통해 확인

취소/환불 한번에
한 페이지에서 가능

현금영수증 발행 & 관리
한 번에 가능

여러 결제 수단의 취합된 결제데이터
의 취소, 환불, 정산 업무 가능!

Admin에 ERP 연동하여 현금영수증
발행 및 관리도 한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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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복잡한 정산 업무를 자동화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정산 데이터 검증 프로세스

자동 정산 데이터 검증 프로세스

PG A

고객사

PG B

PG C

거래 검증을 위해 각 결제 수단 별 PG 어드민에서 엑셀 데이터를 받아 수작업 비교.
(국내/외 모든 PG사에서 고객사에게 다이렉트로 지나간 거래 데이터를 주지 않음)

PG A

고객사

아임포트

PG B

PG C

A. 아임포트는 API 방식으로 여러 PG를 통한 모든 거래 데이터를 한번에 제공.
B. 고객사는 아임포트 DB만으로 모든 결제 내역에 대해 자동 정산 대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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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틱스를 통해
다양한 결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매출

결제수단/환경

일별 매출, 결제 건수 변화 패턴을 파악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매출 최대/최소,평균을 비교
하여 경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가상계좌 등 결제수단별 매출 비중, 성공
지표를 제공합니다.

예) 하루/일주일/월 중 어느 시간대/요일/기
간에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지

매출이 발생한 접속 환경을 디바이스, 운영
체제, 브라우저, 인앱 종류, PG사 별로 구분
하여 지표를 제공합니다.

결제시도

실시간 모니터링

결제 완료까지 몇 번의 시도가 이뤄지는지,
몇 번의 시도 후 결제 과정을 이탈하는지
결제시도 횟수에 대한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진행 중인 결제 시도와 세부
단계 그리고 구매자, 주문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결제시도 단계별 어떠한 시행착오를 겪었는
지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반복되는 구매 시도 후
이탈하는 구매자와 같은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I’mport가 제공하는 대시보드는 회사자원을 획기적으로 절약해줍니다.
다양한 PG사들에서 각각 데이터를 내려받아 수기로 확인해야하는 절차를
생략해주기 때문입니다. 현재 결제 데이터 대시보드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지만 유료로 전환한다고 해도 계속 사용하려고 생각중입니다.”

- 오늘의집 CTO

데모 체험: https://analytics.iamport.kr/dash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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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든 부서에서 사용가능한
통합 솔루션입니다.

개발팀
I’mport 시스템 하나로 결제를
위한 내부 시스템을 별도
개발할 필요 없습니다.

마케팅팀
I’mport 애널리틱스를 통한
결제 Data를 이용해 최적화된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재무/회계팀
I’mport에서 제공하는 일원화된
통합 내역으로 정산 대사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운영/CS팀
I’mport를 통해 결제 내역 확인,
환불, 취소 등 고객관련 문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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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PG사와 동일한 수수료로
결제 운영에 필요한 모든 리소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PG 비용

결제 형태에 따른
맞춤 개발 필요

동일한 결제 비용으로
모든 결제수단 활용

I’mport의 개발친화적인
플러그인과 모듈 활용

PG별 지속적인
업데이트 관리 필요
결제데이터
수동 대조작업 필요
대시보드 및
분석툴 개발 필요
재무 및 CS 부서를 위한
어드민 기능 개발 필요

기존 PG
기존의 PG를 사용하는 커머스 플랫폼들은 지속적인 PG 버전 업데이트
관리, 결제실패 관리, 대시보드 및 어드민 기능 구축/유지 등을 위한 별도의
개발팀이 필요. 에어비앤비와 우버는 각 200명과 500명의 결제를 위한
개발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음. 티몬은 50명을 배치.

I’mport의 INFRA-AS-A-SERVICE
I’mport는 유사한 수준의 결제수수료를 과금하지만, 포괄적인
infra-as-a-service를 통해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고정비용을
개발친화적인 플러그인과 모듈들을 통해 간단하게 해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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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컨설팅 받아보세요

Official website

https://iamport.kr

Business Development

allen@chai.finance

General Inquiry

support@iamport.kr

결제 비용 절감, 전환율 최적화, 운영 효율화를 위해 무료로 컨설팅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