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벤트선물도임직원선물도스마트하게! 

PAYCO 선물하기 Biz



기업을위한모바일쿠폰발송서비스입니다.
사용처에서지정상품또는서비스로교환할수있는모바일교환권을발송합니다. 

PAYCO 선물하기 Biz

“PAYCO 회원여부와상관없이누구나사용가능합니다”

모바일교환권MMS

개인기업고객 사용처

선물하기담당자통해
구매/발송

상품또는서비스교환

온/오프라인 매장



PAYCO 선물하기 Biz

사은품/경품용 임직원복지용

제품홍보용 기업영업용

고객참여 이벤트경품
-보험 상품가입 시사은품 제공
-회원가입시사은품 제공
-사내 이벤트사은품 제공

생일, 명절, 창립 기념일선물
-명절 상품권지급
-생일자 케이크쿠폰 지급

상품판매 촉진용으로 제공
-신규 상품교환권 무료지급

고객사영업 관리용
-고객사에 명절상품권 지급

많은기업들이다양한용도로모바일교환권을활용하고있습니다.

https://thenounproject.com/term/workout-buddy/1926485
https://thenounproject.com/term/hand-shake/662135
https://thenounproject.com/term/event/1393079
https://thenounproject.com/term/product/2143881


PAYCO 선물하기의좋은점

기업과직원모두만족할수있습니다.

깜짝 선물로 제공 하여
사원들 반응이 좋았답니다.
언택트 시대에 적합합니다!

직원

내가 원하는 때 사용할 수
있어 좋아요!

회사

자주 애용하는 브랜드라
훨씬 실속있어요!한 번의 발송으로

끝나니 편합니다. 
선물 배송의 불편함이 없어요!



PAYCO 선물하기구매상품

특별한날, 명절에활용이가능한상품으로구성하였습니다.

상세 상품 및 가격은 다음 페이지 참고

카페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외식상품권



브랜드 상품 B2B 판매가 소비자 판매가

스타벅스

카페아메리카노 Tall 3,810 4,100

카페라떼 Tall 4,270 4,600

시그니처 핫 초콜릿 Tall 4,920 5,300

아이스 카페아메리카노 Tall 3,810 4,100

아이스 카페라떼 Tall 4,270 4,600

아이스 시그니처 초콜릿 Tall 4,920 5,300

부드러운 디저트 세트 (부드러운 생크림 카스텔라+아메리카노 2잔) 11,810 12,700

파리바게뜨

명가명품 우리벌꿀카스테라 11,950 12,000

시그니처 우유가득 생크림케이크 22,900 23,000

행복해 초코퐁당 케이크 18,920 19,000

배스킨라빈스

쿼터 아이스크림 15,430 15,500

패밀리 아이스크림 21,910 22,000

샤이닝 퍼플 케이크 16,930 17,000

내 친구 펭수 아이스크림 케이크 19,920 20,000

아웃백
투움바파스타세트 23,960 25,000

블랙라벨 달링포인트 스트립 210g 37,380 39,000

롯데마트

모바일 금액권 1만원권 10,000 10,000

모바일 금액권 3만원권 30,000 30,000

모바일 금액권 5만원권 50,000 50,000

브랜드별상품가격표

소비자 판매가에서 할인
(상세금액 문의)



신청절차

신청정보기입후담당자메일로전달부탁드립니다.

구매 상품
신청

수량 확인
발송 대상

확인
발송 완료 대금 정산

담당자 : 임효정 (PAYCO채널사업팀) hyojung.lim@nhnpayco.com

선물하기 담당자 확인신청 절차

상품정보

브랜드 스타벅스

상품명
아메리카노

수량 100

기업명 NHN

발송 메세지(선택)
- 100자 이내

코로나로힘들지만화이
팅입니다!!

발송일시 2020.09.09. 10:00

수신자 번호 전달 일정 2020.09.05.

담당자 명

이메일

연락처

입금 예정일

발송정보 인보이스 발행정보



모바일교환권사용예시

MMS로발송되며교환권사용이간단합니다.
페이코회원이아니어도사용가능합니다.

[문자확인]

문자
발송

[매장에서사용]

“코로나로 힘들지만 힘내시고,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회사명



THANK YOU.

제휴사비지니스와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