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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앱은 대리점 > 리셀러 > 판매점(상점) 구조의 수수료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리셀러는 판매점을 모집한 후, 페이앱에서 제공한 매출 결제

수수료(신용카드 3.4% / 휴대폰 3.8%)중 0.4%의 수수료를 공급해

드립니다.

• 최종 공급 수수료는 신용카드 3.0% / 휴대폰 3.4%로 리셀러에게

제공해 드립니다.

판매점 등록 : 직접등록
판매점 등록을 진행하는 페이지 입니다. (*항목은 반드시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가입 형태를 선택하고, 수수료 마진을 확인 후 화면 하단의 ‘등록’버튼을 누르시면 아이디가 등록됩니다.

아이디를 판매자에게 알려주신 후 판매점의 페이앱 개통 관련 서류를 페이앱 본사로 송부해주시면 개통 절차가 완료됩니다.

공급수수료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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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점에 이 링크를 보내주시고 해당 판매점이 이 링크를 통해

가입하면 리셀러 하부 판매점으로 자동 등록됩니다.

판매점 등록 : 연동페이지 링크

리셀러 등록 시 리셀러용 회원가입 링크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리셀러용 판매자 회원가입 링크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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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셀러의 판매자 등록에 관한 페이앱 API 연동을 통해

플랫폼사/서비스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체 시스템에 페이앱 판매점

등록 기능을 접목할 수 있습니다.

• http://payapp.kr/dev_center/dev_center01.html 에서

세부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매뉴얼 Index중 ‘회원 연동 API’)

판매점 등록 : API 연동

API연동을 원하는 리셀러의 경우 페이앱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연동 API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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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에게 적용되는 결제 수수료 입니다.

판매점 리스트

리셀러가 등록한 판매점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결제수수료01

• 리셀러 수수료로 하부 판매점 매출 중 리셀러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마진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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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수수료는 리셀러가 대리점에서 지급받은 리셀러 수수료이고,

리셀러가 모집한 하부 판매점에는 리셀러의 마진 0.4%가 더해진

우측의 금액이 결제 수수료로 설정됩니다.

수수료 체계

리셀러 회원이 되시면 일반 판매자에게 결제 코드를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01
리셀러 회원 가입조건 및 수익모델

가입비 660,000원

결제 수수료
하부 판매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0.4%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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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 구매회원 정보 및 구매한 상품/금액/결제요청 및 결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점 결제 현황

리셀러 회원의 하부에 존재하는 판매점의 판매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 상태01

• 해당 판매자의 정산상태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산 상태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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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별 내역 클릭 시 개별적인 결제 내역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셀러 정산

대리점에서 리셀러에게 지급하는 판매점 결제 수수료의 0.4%인 리셀러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별 내역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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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러 자료실

페이앱 관련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페이앱 본사가 전달하는 공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앱 이용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등록되니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리셀러 자료실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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