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ynow Biz 
서비스 소개서

토스페이먼츠



Paynow Biz 서비스 장점

카드 단말기, POS 필요 없이, 보유하고 계신 휴대폰으로  
다양한 방식의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결제 가능
카드사 통합 정산을 제공하며 거래처/직원별 매출을 구분하여 

업무효율과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나다.

매출 관리 서비스 제공



Paynow Biz 결제 서비스 소개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카드를 휴대폰에 접촉하여 결제

NFC 결제 
카드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결제

키인 결제 
카메라로 신용카드를 리딩하여 

카드번호를 인식 후 결제

OCR 결제 
가상계좌 결제 방식으로 

현금영수증 발행가능

현금결제 
삼성페이를 활성화한 상태에서 

휴대폰에 접촉하여 결제

삼성페이



Paynow Biz 관리자 서비스 소개

거래기간, 카드사, 처리상태, 승인번호, 거래처코드 등 
매출내역을 필요에 따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엑셀로 다운받아 사용이 용이합니다.

거래내역 확인/취소

테스트

테스트

지점/직원용 아이디를 생성하고, 
기능 별 권한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점/직원별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출관리가 가능합니다.

가맹점 및 직원관리
각 카드사별 상이한 계약조건 없이  

일별 정산 지급 예정 금액, 결제, 매출 등 
정산 및 마감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정산&종합 현황내역 확인



토스페이먼츠 소개
토스페이먼츠는 국내 1위 핀테크 회사인 토스가 국내 최장기 PG사인 LG U+의 PG사업부문을 인수하여 새롭게 출범한 회사입니다.  
토스의 높은 기술력과 LG유플러스의 안정적인 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결제산업에 혁신을 추구하고 있으며, 국내 3대 대형 PG사로써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산업 혁신의 아이콘 토스 국내 최장 전자결제 서비스 사업자  LG U+



토스페이먼츠 소개

토스의 LG U+ 전자결제서비스 인수로, 토스페이먼츠 출범

국내최초 간편 송금 서비스 출시

LG유플러스 전자결제서비스사업부문 포괄적인수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 출범

2020

토스인증서 발급 1,100만 돌파 
토스신용카드(PLCC) 출시 
핀테크 기업 최초 ISO 27001/27701 자체 인증 획득

2020

무료 신용등급 조회 누적 사용자 1,000만 명 돌파 
토스머니카드, 토스카드 2.0 출시 
월간 활성 사용자 1,000만 돌파 
누적 다운로드 3,000만 돌파

2019

누적 가입자 1,000만명 돌파 
토스인증서 서비스 출시 (한국전자인증(CA) 파트너십) 
ISMS 인증 획득, 정보보호대상 수상

2018

무료 신용등급 조회 서비스 출시 
ISO/IEC 27001, PCI DSS Level 1 최고 등급 인증 획득

2017

구글플레이 ‘2016 올해의 베스트앱’ 대상 수상 
국내최초 누적 송금액 1조 원 돌파

2016

2015

LG유플러스 전자결제서비스사업부문 매각2020

3대 기업통신부문 3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 달성2015

국내 최초 유무선 통합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 획득2011

국내 최대규모 IDC 서비스 개시 (가산 IDC)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2009

국내 최초 통합 보안서비스 (CADNet) 
비즈니스 모델 특허 획득

2004

국내 최초 MSPP 기반 이더넷 전용회선 서비스 출시2003

국내 최초 MPLS VPN 서비스 개시2000

국내 최초 IDC 서비스 개시 
국내 최초 코로케이션 서비스 실시

1999

국제공중정보통신망 서비스 개시 (33개국 연결)1983

한국전력, 국내 최초 광통신망 개통1980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 신청을 원하시면 
토스페이먼츠 고객센터로 문의주세요.

고객센터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전화 : 1544-7772 
이메일 : support@tosspayment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