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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페이민트가 일하는 방식의 시작입니다.

사용자 관점에서 원리를 이해해야만 본질적으로 더 나은 것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실패와 성공의 경험 속에서 조금 더 훌륭한 해결책을 향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모두가 더 좋은 선택을 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만들고, 보여줍니다.섣불리바꾸려하지않습니다.



페이민트는 국내 주요 모바일 간편결제의 시스템 컨설팅, 규제 대응, 코어 설계와 구축 및 운영 등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용카드 기반의 다양하고 새로운 지급

결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급결제핀테크서비스

스마트오더솔루션

보안 인증서비스

핀테크시스템자문

간편결제 보안인증

선불 직불시스템자문

매장마케팅협력

솔루션로열티계약

서비스기술파트너십



법인명 페이민트 주식회사

설립연도 2014년 3월

대표이사 김영환

본사위치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77 서울숲IT밸리 901호

주요사업 결제 서비스

페이민트(주)는 2014년에 설립된 지급결제 분야의 핀테크 회사입니다. 간편결제 분야의 핀테크 시장을 선도해온

기업으로 국내 주요 간편결제 서비스의 코어 시스템 공급을 시작으로 다양한 유형의 신용카드 가맹 매장의 요구

를 반영한 간편결제 서비스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결제선생
모바일알림결제 청구/수납 관리 서비스

결제선생 오픈

혁신금융사업자
O2O서비스를 사용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부담을 낮추는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사업자 선정

제네시스카페이
현대자동차 CCSP 연동 및 코어 개발

세계최초 차량 내 결제시스템

ICPS(In-car Payment System)

한국 최초 AWS VPC 기반 전자금융사업자

(지급결제대행업 PG) 등록

스마트오더가 포함된 모바일 POS 서비스

똑똑한 매장을 위한 링크(LINQ) 오픈

웹기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시럽페이

설계 및 금융감독원 보안 심의 진행

포니 Pocket money 기획/설계/디자인

신한은행 용돈관리앱

(신한퓨처스랩 1기 선정내용)

카카오페이 기획/설계/개발/운영

국내 최초 유일의 공인인증서 대체수단

Mpay를 카카오톡 인앱 모듈로 설계 및 개발

CJ ONE App 기획/설계/개발

CJ 그룹 통합 기프트카드 서비스 개발

CNSPAY 통합결제창 기획/설계/디자인/개발

웹표준, 공통 UX설계가 반영된 DLP서비스

SSG페이 은행계좌 직불결제연동

신세계그룹 통합 모바일 간편 복합결제

앱카드 공통모듈 기획/설계/디자인/개발/운영

6개 카드사의 공동사용 앱카드 모듈

엘페이 기획/설계/개발

롯데그룹 통합 모바일 간편복합결제

간편결제 서비스 기획/설계/디자인/개발/운영

국내 최초 금융감독원 거래인증평가 통과



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BIZ 인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FIDO 기술이전계약

벤처기업 인증
기술평가보증기업

병역특례 기업

Future’s Lab
핀테크 육성기업 선정 핀테크 스타트업 Fin β 선정 KB스타터스 선정

본투글로벌 멤버사 선정 금융부문 대상 - 스마트오더 한국경제신문사장상 - LINQ 간편결제 부문 최우수상 - LINQ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선정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 개발사업 선정

K-Global Security Startup 선정
규제샌드박스 위탁테스트

Best Practice

서울 입주기업 선정

KORFIN 회원사 (발기인)





정부 주도의 소상공인 QR결제 서비스 등장과 카카오페이, 페이코와 같은 모바일 간편결제의 오프라인 진출로

모바일 간편결제의 점유율은 2017년 1.5%에서 2020년 395조원, 31%까지 15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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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민트는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만듭니다.

좋은 매장 경험을 고심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어제보다 더 풍요로운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매장 입장에서 문제를 찾아 해결합니다.



다양한 결제수단을 수용 할 수 있는 결제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최종 VAN/PG-Less 실현을 통해 결제 프로세스 및 구조를 혁신합니다.

issuer

VAN

PG

결제 요청

인증 요청

인증 결과

승인 요청

승인 요청

⚫ 신용카드직승인/인증프로세스

⚫ 온오프복합결제프로세스

⚫ 선불/직불,매입/정산프로세스



페이민트는 모바일 간편결제 전반에 걸친 기술을 확보하여,

차세대 지급결제 인프라에 요구되는 솔루션, 서비스 및 제품을

다음과 같이 확보 / 구축하여 시장에 제공합니다.

#스마트오더

매장과고객을연결하는가장심플한방법

#QR코드 #POS #제로페이 #소상공인

성공적인 매장운영을 위한심플한 스마트오더 POS 시스템

#모바일청구서

편리한모바일청구서결제선생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는 모바일청구서

#온라인

웹기반간편결제서비스

#쇼핑몰 #간편결제

계좌기반의 온라인 간편결제서비스

#온오프라인

통합인증결제솔루션
신용카드 인증 I/F통합 서비스

#온오프라인

#쇼핑몰 #간편결제

#계좌기반

홈페이지 자세히 보기

홈페이지 자세히 보기

자세히 보기

자세히 보기

http://linq.kr/
https://payssam.kr/


LINQ는 매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업무를 편리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매장을 위한 매장관리 서비스 입니다.

고객에게 주문을 받고 조리된 상품이 고객의 손에 들려질 때까지, 나아가 고객에 대한 관리, 홍보까지

매장 환경을 혁신하는 서비스입니다.

LINQ place LINQ mPOSLINQ manager
매장에서줄 서지 않고 테이블에앉아 주문하거나

이동하면서주문할수 있는 스마트오더기능을

제공하며회원가입없이도 간편하게이용할수

있습니다.

LINQ mPOS는 매장에서주문을 관리할수 있는 서비스로POS(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입

니다. 단말기는 SUNMI사의 P2PRO제품으로 IC/MS카드 리더기,영수증 프린터

카메라, NFC 등 하드웨어기능을 이용하여다양한결제 수단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LINQ manager스마트한매장운영을위해다양한기능이제공됩니다.상품및매장정보를관리할수있으

며,매장운영에있어영감을얻을수있는다양한보고서기능을제공합니다.



결제선생은 번거로운 기존의 청구수납서비스와 다른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제안합니다.

매장과 저렴한 수수료와 합리적인 수수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고객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결제 할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

앱카드 간편계좌이체

이용중인 앱카드를 이용하여 빠르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등록한 후 결제비밀번호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주)대교는 결제선생 서비스를 도입하여

월 10만건의 교육비를 수납 받고 있습니다.



SPEEID는 온라인결제을 재방문 고객의 편리한 결제를 위한 간편 결제 서비스입니다.

최초 한 번만 결제수단을 등록하면 결제 비밀번호 입력만으로도 결제를 할 수 있어

재구매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트박스는 국내 최대 축산물 직거래플랫폼으로

웹기반 계좌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하여 고객에게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제

프로세스

결제 할 계좌 선택 결제 비밀번호 입력

결제수단등록

프로세스

계좌 등록 계좌 정보 입력 ARS인증 결제 비밀번호 설정 계좌 등록 및 결제하기



간편결제 사업자와 신용카드사 사이의 통합 인증 중계 허브(Integrated Authentication Hub System)를

제공하여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간편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issuer간편결제사업자

신용카드 인증

iAuth.

통합인증전문

간편결제신용카드
통합인증인터페이스



페이민트주식회사

paymint.co.kr

master@paymint.co.kr

0505 - 980 - 7000 · 1800-5649

0505 - 980 - 7007

04790 서울시성동구성수일로 77 서울숲IT밸리90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