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권 Q&A
Q. 서비스 사용료, 구축비가 무료인가요?
A. 네, 모두 무료입니다. 단, 도입 초기 보증금을 요청 드립니다.

Q. 보증금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A. 1달 평균 예상 식대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Q. 정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매월 1일~말일까지 식권 사용분에 대해서 익월 초에 청구합니다. 정산증빙은 인보이스로 처리되며 각 식당별로 식권 사용 총액 1장씩 현금영수증 발행됩니다.
(공급자 : 식당 / 공급받는 자 : 식권 이용 기업)

Q. 기업 규모, 인원, 금액에 대해 제한이 있나요?
A. 없습니다

Q. 식권 사용처 제한이 있나요?
A. 없습니다. 회사 인근 식권 사용처가 있으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회사 인근 식권 사용처가 없는데 도입 가능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PAYCO에서 직접 사용처 영업을 진행합니다. 단, 회사 규모에 따라 확보하는 사용처의 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식권 Q&A
Q. 도입 시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기존 사용처 보유 지역: 약 5일 이내, 식권 사용처 없는 지역: 약 2주 ~ 1달 이내

Q. 쿠폰형과 금액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쿠폰형: 1식 정액권 / 사용 후 잔액 소멸, 금액형: 자유로운 사용 가능한 금액권 / 잔액 관리 가능, 여러 번 사용 가능

Q. 식권 사용 횟수와 금액을 제한할 수 있나요?
A. 네, 사용횟수와 금액 모두 제한 가능합니다.

Q. 직원별로 식대 금액을 다르게 지급할 수 있나요?
A. 네, 각각 다른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Q. 야근 직원은 직접 신청해서 식권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기능을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야근이 아니더라도 원하는 식권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Q. 재택 근무하는 직원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전국 편의점과 배달/밀키트 사용처에서 재택 근무 직원이 편리하게 식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Q&A
Q. 서비스 도입 비용이 별도로 있나요?
A. 아니요, 별도 비용은 없습니다.

Q.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 종류는 어떻게 있나요?
A. LMS로 발송되는 디지털 상품권과 지류상품권 2가지로 구매 가능합니다.

Q. 정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관리자 페이지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주문하시면 주문 내역별 인보이스를 발행해드리며, 입금 확인 후 상품권을 발송해드립니다.

Q.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 권종에 제한이 있나요?
A. 지류 상품권: 5천원, 1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 디지털상품권: 자유롭게 원하는 금액 구매 가능

Q. 최소 주문 금액이 있나요?
A. 지류상품권 20만원 / 디지털상품권 5만원

Q. 상품권은 어떻게 발송해 주나요?
A. 지류상품권: 우편 발송 / 디지털상품권: LMS 발송 or 담당자에게 직접 PIN 전달 가능

상품권 Q&A
Q. 상품권 발송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입금일로부터 지류상품권은 최대 5 영업일, 디지털상품권은 최대 3 영업일이 소요됩니다.

Q. 어디에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A. 백화점부터 소셜커머스, 디지털 컨텐츠까지 온/오프라인 총 50만여개의 페이코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Q.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지류상품권은 5년, 디지털상품권은 3개월 ~ 5년입니다. 프로모션 목적의 구매 시 유효기간 별도 설정 가능합니다.

복지포인트 Q&A
Q. 서비스 사용료, 구축비가 무료인가요?
A. 네, 이용 기업은 모두 무료입니다.

Q. 정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관리자 페이지에서 충전 신청 후 인보이스 발행해드리며, 입금 확인 후 포인트를 충전해드립니다.

Q. 기업 규모, 인원, 금액에 대해 제한이 있나요?
A. 없습니다.

Q. 복지포인트 사용처가 어디인가요?
A. 백화점부터 소셜커머스, 디지털 컨텐츠까지 온/오프라인 총 50만 여개의 페이코 가맹점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처는 payco.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도입 시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계약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 서비스 오픈이 가능합니다.

복지포인트 Q&A
Q. 지급과 회수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A. 관리자 페이지에서 지급과 회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Q. 직원별로 금액을 다르게 지급할 수 있나요?
A. 네, 각각 다른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Q. 복지포인트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네, 관리자페이지에서 사용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Q. 퇴사한 직원의 포인트 잔액을 회수할 수 있나요?
A. 네, 회수는 자유롭게 가능하며 퇴사자의 경우 퇴사예정일에 맞춰 보유 잔액을 예약회수할 수 있습니다.

Q. 실물 복지카드 발급도 가능한가요?
A. ‘페이코 포인트 플러스 카드'를 발급 받으시면 복지포인트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플러스 카드는 페이코 앱에서 임직원이 직접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