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트너센터 로그인 

계약서 등 가맹점 싞청서류를 제출하시면 
해당 담당자가 파트너센터 로그인을 위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 결제 요청(SMS 결제 요청) 

SMS 결제를 요청할 수싞자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추가]버튼을 눌러서 추가합니다. 

[고객 관리] – [고객 정보] 항목에서 추가한 
고객 목록에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SMS 결제를 요청할 상품의 명칭과 금액을 
입력한 후 [추가]버튼을 눌러서 추가합니다. 

[상품 관리] – [상품 정보] 항목에서 추가한 
상품 목록에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 결제 요청(SMS 결제 요청) 

[결제링크 추가] 버튼을 눌러서 결제 요청할 내용을 추가하거나, 
템플릿 중에서 항목을 고른 후 [선택 추가]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버튼을 누른 후 [전송] 버튼을 누르면 SMS 결제 문자가 발송됩니다. 



■ 결제 요청(SMS 대량 결제 요청) 

① : 대량 발송할 액셀 서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고객 이름], [고객 휴대폰 번호], [발송할 SMS 문자 메시지 내용], 
     [상품명], [상품 가격], [결제 요청 만료일자]를 기재합니다. 
② : 작성한 액셀 파일을 선택합니다. 
③ : [전송] 버튼을 누르면 액셀 파일에 기재된 고객 모두에게 
     결제 요청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결제 요청(QR 코드 생성) 

QR 코드를 생성할 상품의 명칭과 금액을 
입력한 후 [추가]버튼을 눌러서 추가합니다. 

[상품 관리] – [상품 정보] 항목에서 추가한 
상품 목록에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보를 등록한 후 [QR 코드 생성] 버튼을 누르면 
해당 상품에 대한 QR 코드가 자동 생성됩니다. 



■ 비밀번호 및 계정정보 변경 

[가맹점 관리] – [부계정 정보] 메뉴에서 
가맹점 계정의 이름 항목을 클릭하시면 

비밀번호 및 계정정보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비밀번호 및 계정정보 수정 



■ 고객정보 등록 

[고객 관리] – [고객 정보] 메뉴에서 
등록 항목을 클릭하시면 

고객정보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고객정보 등록 



■ 고객정보 수정 



■ 판매상품 신규등록 

[상품 관리] – [상품 정보] 메뉴에서 
등록 항목을 클릭하시면 

판매상품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판매상품 신규등록 

• 키번호 : 판매상품 관리(영문/숫자 가능) 
• 상품명 : 판매상품 명칭(한글/영문/숫자 가능) 
• 상품 금액 : 판매상품 금액(숫자 가능) 
• 사용여부 : 등록된 판매상품 사용여부 
• 상품 이미지 : 판매상품 이미지 등록 
• 메모 : 판매상품에 대한 설명 



■ 판매상품 등록내용 수정 

[상품 관리] – [상품 정보] 메뉴에서 
상품명 항목을 클릭하시면 

판매상품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판매상품 등록내용 수정 

변경할 내용 입력 후 수정 버튼을 
누르면 수정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 전송 관리(QR 코드, SMS 전송, SMS 템플릿) 

생성된 전체 QR 코드 목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송된 전체 결제 요청 목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전체 결제 요청 문자 메시지 목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 게시판(공지 사항, 1:1 문의, 자주 묻는 질문) 

본사에서 공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 요청된 고객으로부터의 문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사에 문의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