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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CO 상품권

| 특징

PAYCO 상품권은국내사용처 No.1으로, 기업의니즈에 맞게상품권을 운영및 관리할 수있습니다. 

신세계상품권 문화상품권 PACO상품권

온라인사용처 17개 1,000개 100,000개

오프라인사용처 82개 20,000개 30,000개

백화점사용 가능 O X O

상품권속성
추가기능 X X O

즉시환불 가능 X X O 

사후모니터링 X X O 

현대백화점 16곳

현대아울렛 6곳

갤러리아백화점 6곳

사용기간설정 가능,  

1인당 상품권 등록수제한가능

충전후 즉시 환불가능

상품권사용여부,

사용자정보확인가능



PAYCO 상품권

| 사용처

백화점부터소셜커머스, 디지털컨텐츠까지상품권업체중국내최다가맹점을보유하였습니다. 

백화점/마트/
아울렛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프리미엄아울렛, 

신라면세점

신라면세점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현대아울렛,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갤러리아면세점, 신세계면세점,

SM면세점, 신라아이파크면세점

편의점 이마트24
CU, 미니스톱, GS25,

세븐일레븐
CU, 미니스톱

종합/홈쇼핑 SSG.COM
11번가, 더현대, G마켓, 옥션, 

GSSHOP, CJmall, 

SSG.COM, 11번가, 더현대, GSSHOP, CJmall, 현대Hmall, 

NS홈쇼핑, 위메프, 티켓몬스터, 인터파크 , Akmall,

식품/음료/배달
스타벅스, 스무디킹,

빕스, 아웃백
탐앤탐스, 빈스빈스. 아웃백

요기요, 롯데리아, 크리스피도넛, 엔젤리너스커피, 아티제, 

이디야, 폴바셋, 빽다방, 쥬씨, 달콤커피,자연별곡, 본죽, 놀부, 

피자헛, 도미노피자, 미스터피자, 파파존스. 버거킹

숙박/여행 신라호텔, 조선호텔 ─

이스타항공, 진에어, 에어아시아, 티웨이항공,

하나투어,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웹투어, 여행박사, 

야놀자, 여기어때, 호텔엔조이

도서/문화/기타 ─

교보문고, 영풍문고, YES24, 반디앤

루니스, 북스리브로,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Google, 넥슨, 

NCSOFT,넷마블, 한게임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YES24, 반디앤루니스

,인터파크(도서), 11번가(도서), CGV, 메가박스, Google,

NCSOFT, 라이엇게임즈, 겜우리, 티켓링크, 벅스. 코미코,

이니스프리, 토니모리, 아리따움, 박승철헤어스투디오,

사용
가맹점수

99여개 2만여개 13만여개

신세계상품권 문화상품권 PAYCO상품권



PAYCO 상품권

| 용도

PAYCO상품권은기업의 사용목적에따라지급할수 있습니다.

임직원복지용

대외영업용

고객이벤트용

명절 접대

부스행사 고객보상

명절 생일 기념일

워크샵 복지포인트

NC SOFT, 네오위즈, 넥슨코리아외

- 명절 및 생일상품권 선택 시 PAYCO상품권 점유율 1위

- 복지포인트로 PAYCO 상품권 지급

- 사용처가 많아 타 상품권보다 임직원 만족도 우수!

KCP, 여행사 외

- 업체제휴 등의 영업 진행 시 사용(1만원권, 3만원권) 

구글, 대학교, 증권사, 대행사, 면세점,외

- 외부 행사 지급용 (3천원권) 

- 경희대,숭실대,포항공대등 학생 장학금용 (1만원권)

- 금융사, 증권사 신규 고객 대상 혜택 지급 (7만원권)



PAYCO 상품권

| 사례

PAYCO상품권은기업임직원에게선호도가가장높은상품권입니다. 

명절상품권판매금액

명절상품선택점유율

(16년 대비 19년 설명절 판매 비교)

3.8배
증가

2.5배
증가

64% 50%

신세계상품권 19%
문화관광상품권 17%

선물세트 24%
가전제품 16%
기타 10%

(19년 설명절 기준)

A사 B사



PAYCO 상품권

| 종류

PAYCO상품권은목적에 따라다양한종류의상품권을선택해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류상품권 디지털상품권

발급형태

포인트형 쿠폰형

PIN번호문자발송
일반지류상품권형태 소지하기편리한쿠폰형태

권종
5종

(5천원,1만원,3만원,5만원,10만원)

1종
(3천원)

제한없음

봉투제공 봉투포함 봉투없음 -

구매목적 임직원및고객선물용 이벤트또는경품용 이벤트또는경품용

유효기간 5년 최대 1년 3개월~5년

특이사항 - 사용처 제한 가능 -

사용처 PAYCO 포인트 사용처에서 이용가능

혜택 상품권으로결제시최대 2% 적립



PAYCO 상품권

| 디자인

지류상품권-포인트형

지류상품권-쿠폰형

디지털상품권

[PAYCO] PAYCO상품권이
도착하였습니다,

메세지 : 즐거운한가위 되세요.
금액 : 100,000원 1매
PIN번호 : PACND293DKD
등록기간 : ~2018.10.10까지
문의처 : 1544-6591

[PAYCO 상품권이란?]
PAYCO 의 온라인,오프라인가맹점에서현금처럼
사용가능한포인트상품권입니다.

[이용안내]
PAYCO앱에서 상품권 PIN번호를 입력하시
면 PAYCO포인트로 충전됩니다.

* 상품권등록방법: 
PAYCO 앱 실행 > 더보기메뉴 > 프로모션코드등
록 > PIN번호 입력http://payco.kr/aSk

* 앱다운로드받기:
http://www.payco.com/app/redirectMarket.n
hn

* 사용처보기:
http://m.payco.com/partner/merchant.nhn?t
ags=pointuse

* 상세가이드보기:
http://gift.payco.com/mobile/guide.nhn

http://payco.kr/aSk
http://www.payco.com/app/redirectMarket.nhn
http://m.payco.com/partner/merchant.nhn?tags=pointuse
http://gift.payco.com/mobile/guide


PAYCO 상품권

| 사용방법

PAYCO 상품권에기재된 16자리의코드번호를입력하여 PAYCO 포인트를충전해 사용합니다.

온라인결제

오프라인결제

PAYCO앱더보기상품권/쿠폰등록

PIN EVJ9FPSFCAWA26SA

EVJ9FPSFCAWA26SA

코드번호입력

상품권 PIN번호 확인 PAYCO앱에서 금액 충전 PAYCO가맹점에서 결제 시사용



PAYCO 상품권

| 노출메시지

기업이전하고자하는내용을 PAYCO앱과문자로노출할수 있습니다.

PAYCO앱(지류/디지털상품권) MMS(디지털상품권)

<푸시알림>

<포인트 적립 내역>

[NHN PAYCO] OO님이 PAYCO상품권을

보내셨습니다.

메시지: 당신의 생일을진심으로 축하드

리며, 정성을 담은선물을 전달드립니다. 

사용 전안내사항을 꼭확인 부탁드립니

다.

대상자: 홍길동

상품권 PIN번호: 6W8L5FAJKWDGX9

금액: 100원

유효기간: 2018.12.31까지

[PAYCO 상품권이란?]

PAYCO의온라인, 오프라인가맹점에서 현

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상품권입니다.

사용처 PAYCO 포인트 사용 가맹점

상품명 PAYCO 상품권(1,000P)

유효기간 2018.12.31

• 문자발송 시, 원하는 메시지 작성 가능



PAYCO 상품권

| 주문방법
인보이스발행상품권샵을통한주문 상품권배송비용입금

NHN PAYCO고객사 NHN PAYCO고객사

알아두세요!

• 최소일주일전에주문을완료해주세요.

• 입금확인이완료되면배송이시작됩니다. 

• 상품권구매시현금영수증은발급되지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은상품권사용시사용처에서발급)



T H A N K  Y O U !

<구입문의>

gift@payco.com

mailto:gift@payc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