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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결제경험은 구매 전환율을 높입니다

기존 PG사 
화면 생략

우리 회사만의 결제화면을 만들면, PG사에서 제공하던 화면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결제 과정을 줄여서  전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문서 PG사 제공 화면_ 결제수단 선택 PG사 제공 화면_할부선택 카드사 제공 화면_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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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문인력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 결제수단 선택 화면 

• 결제수단 표기 순서 

• 숨겨진 결제 수단 선택 화면 

• 카드사 선택 UI 

• 레이아웃/포맷 

• BgColor / borderColor / Radius / 

keyColor … 

• 프로모션 UI 

• 무이자 할부 UI 

…

기획, 디자인, 개발이 필요한 부분

까다로운 이슈가 많은 결제 개발.  전문인력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처음 개발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후에 수정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 보안문제 

• 결제 히스토리 

• 마이 페이지에 결제정보 반영 

• PG사 연동 

• PG사마다 다른 문서 가이드 

• 브라우저 문제 

• 익스플로러 대응 

• 플랫폼 대응 문제 

• 에러코드 

…

예상 개발 이슈

결제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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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고객에게 필요한 결제수단을 
바로 추가하기 어렵습니다.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수정이 어려운 결제화면은  
지금 고객이 가장 많이 쓰는 결제수단을 추가로 연동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편결제 시장의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후불결제와 같은 새로운 결제수단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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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결제화면에서 프로모션을
노출하기 어렵습니다.
구매 과정에서 프로모션을 노출해도, 
결제 직전에 노출되지 않으면 고객이 프로모션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홈 상품상세 장바구니

프로모션 정보가 없는 결제화면 프로모션 정보가 있는 결제화면

VS

프로모션  
효율 증가

프로모션  
효율 감소

운영 비용 없음 운영 비용 발생

결제화면에서 프로모션을 노출하려면 개발, 운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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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2. 개발 비용을 줄여보세요

3. 프로모션 효율을 높여보세요

4. 데이터를 활용해보세요

5. 쉽게 연동해보세요

결제위젯을 연동만 하면

누구나, 
코드없이, 
클릭만으로,

결제화면을 만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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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필요 클릭만으로 만들어보세요

AS-IS : 직접 구축 TO-BE : 결제위젯 사용

연동만 하면 누구든 쉽게 결제화면을 만들 수 있어요.기획, 디자인, 개발 전문인력이 긴 시간을 투자해야 했던 결제 개발

기획

기획 리뷰

디자인

디자인 검수

개발일정 협의

프론트엔드, 시스템 개발

테스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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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관리자
클릭만으로 쉽게 결제영역을 만들고, 유지보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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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텀 UI
우리 회사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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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완성된 약관으로 법적인 리스크를 줄이고, 개발 비용을 절약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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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2. 개발 비용을 줄여보세요

3. 프로모션 효율을 높여보세요

4. 데이터를 활용해보세요

5. 쉽게 연동해보세요

결제위젯이 
개발 비용과 시간을 아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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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만 원 X 83,000만 원

직접 개발시,
간편결제 연동 비용

AS-IS : 직접 구축

직접 개발시, 간편결제를 연동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8개 연동시 개발 비용

8개 연동시 개발 기간

* 주니어 개발자 1명 기준  (연봉 4,500만 원)

= 1개월 X 88개월
* 간편결제 1건 연동시 1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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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위젯 사용시,
간편결제 연동 비용

TO-BE : 결제위젯 사용

0원
8개 연동시 개발 비용

8개 연동시 개발 기간

10분

복잡한 코드없이,  클릭만으로 연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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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창 구성 변경

변경 완료

총 5분 소요

직접 개발시 유지보수 
평균 소요 기간

결제위젯 유지보수  
평균 소요 기간

1주일

개발 요청

분석 및 설계

시스템 개발

테스트 및 QA

개발 완료

2주일

2주일

3주일

총 2개월 소요

5분

쉽고 빠르게 유지보수할 수 있어요
최초 연동 이후에는 개발자의 도움이 없어도 상점관리자에서 
결제창 테마, 사용할 결제 수단 목록, 레이아웃,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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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비용으로 유지보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쉽게 관리할 수 있어,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제위젯

연 평균 비용 

0원

수정 개발 3~4회 기준 (4달)

연 평균 비용 

1,500만 원

*직군 별 연봉, 원티드 (2022)

주니어 개발자 1명 기준 (4,500만 원)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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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2. 개발 비용을 줄여보세요

3. 프로모션 효율을 높여보세요

4. 데이터를 활용해보세요

5. 쉽게 연동해보세요

결제위젯으로 
프로모션 효율을 높여서 
매출을 증대시켜 보세요.



17

혜택을 강조해서 프로모션 효율을 높입니다.결제화면에서 프로모션을  파악하기 어려움

기존 PG사 제공화면 결제위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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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진행 중인 프로모션을 강조해서 
프로모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배지로 프로모션을  
강조하세요

1. 프로모션 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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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모션 중인 
카드사를 강조하세요

2. 특정 카드사 강조

특정 카드사를 바로 노출할 수 있어서,  
프로모션, 제휴 카드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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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프로모션
안내를 주문서에서 
바로 제공하세요

3. 무이자, 프모션 내용 안내

무이자 및 프로모션 안내를  주문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내용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21

1.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2. 개발 비용을 줄여보세요

3. 프로모션 효율을 높여보세요

4. 데이터를 활용해보세요

5. 쉽게 연동해보세요

데이터를 활용해서 
최적화된 결제 경험을 제공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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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카드사 버튼형

VS

A/B 테스트로
결제영역을
최적화해드려요
토스의 실험 데이터를 활용해서 , 
우리 회사 결제영역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해보세요.

기간 A B

주문서에서 
최종적으로 결제를 

완료한 비율

11/23 69% 55%

11/22 59% 56%

11/21 62% 53%

11/20 60% 50%

…

A
카드사 드롭다운형

W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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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하세요
결제수단별 거래액, 전환율 리포트를 제공해드려요.

결제수단별 전환율로 효율이 좋은  
결제수단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고객들이 많이 사용하는 카드사를 
고려해서 프로모션을 기획할 수 있어요

전체 거래액 결제수단별 거래액

카드사별 거래액 결제수단별 전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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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2. 개발 비용을 줄여보세요

3. 프로모션 효율을 높여보세요

4. 데이터를 활용해보세요

5. 쉽게 연동해보세요

연동도 쉽게, 
개발자 친화적인 방식을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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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K로 쉽게 연동하세요
SDK로 개발자 친화적인 결제 연동 경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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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개발 문서와 빠른 기술 지원

이메일, 디스코드 등 여러 채널로  
빠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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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개발 비교

 

PG사 제공 화면 (통합결제창) 결제위젯 가맹점 직접 구현 화면

UI 커스텀 가능 영역 일관된 UI 제공 불가능 모든 UI 영역 모든 UI 영역

최초 Backend 연동 공수 2주일 2주일 1~2개월

Backend 개선 공수 ✕ ✕ 1~2개월

최초 Frontend 연동 공수 1주일 1주일 1~2개월

Frontend 개선 공수 불가능 5분 
(개발 없이 가능) 1~2개월

A/B 테스트 지원 불가능 자동 지원 직접 개발

결제수단 리포트 제공 불가능 자동 지원 직접 개발

최적화된 결제창 제공 불가능 자동 지원 직접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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