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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만의 간편결제, 
브랜드페이로 쉽게 만들고 
매출도 올리세요



TOP 커머스 기업들은  
왜 자체 간편결제를 도입했을까요?
더 빠르고 편리한 자체 간편결제 경험은 더 높은 결제 전환율을 만들어요.



자체 간편결제로 매출 증대, 
브랜드페이로 만들어 보세요 

앱카드 75% 
타사 간편결제 85%

일반 결제 이용 고객 대비 일반 결제 이용 고객 대비 잔존율 
24개월 기준

96% ×2.8 ×1.6 ×7
브랜드페이  
결제 전환율 재구매율 고객 거래 금액 고객 충성도

일반 결제 이용 고객 대비 
3개월 기준



브랜드페이 결제하기
카드· 계좌 선택 비밀번호 · 생체인증 결제 완료1 2 ✓



카드 등록 + 첫 이용시 본인 확인

개인 신용·체크카드, 기명 법인 카드 지원     |     보안 키보드와 E2EE로 카드 번호 뒷 자리를 안전하게 처리

카드 정보 입력 본인 확인 비밀번호 설정카드 등록



계좌 등록

금융결제원 오픈뱅킹 22개 은행 지원     |     현금영수증 신청

은행 선택 계좌번호 입력 ARS  본인인증 등록 완료



결제 환경 설정
결제 관리 결제수단 관리 별명 설정



커스텀 UI
기본 UI 강조색 변경 버튼 스타일 변경



결제 프로모션 안내
카드사 즉시할인 무이자 프로모션 포인트 결제



개발 연동과 커스텀도 쉽고 빠르게

모든 화면에 대해 SDK 제공하여  
별도 화면 개발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회사의 브랜딩에 맞게 
코드 한 줄로 UI 커스텀이 가능해요.

Web / Android OS / iOS 지원



자세한 개발 문서와 빠른 기술 지원

OAuth 2.0 등 모든 API가  
웹 표준에 맞춰 설계되었으며  
문서와 샘플 프로젝트도 참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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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으로 안전, 간단해요
원터치 결제 
안전한 결제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나 생체인증도 필요 없이 
결제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결제를 완료할 수 있어요.  
토스 페이먼츠의 자체 FDS(Fraud Detecting System)으로  
부정결제를 탐지하며 가맹점 특성에 맞춘 규칙 변경도 가능해요. 

보안 키패드 
t***key, **Protect 등의 외부 솔루션에 의존할 필요 없이  
토스 자체 보안 키패드로 안전하게 비밀번호를 관리할 수 있어요.

국제 정보보호 인증  ISO27001  ·  PCI-DSS  ·  ISMS 획득



브랜드페이 도입 가맹점 사례

현대백화점그룹  
H.Point Pay 
브랜드페이로 50여개 계열사의  
결제수단 공유가 가능해졌어요. 
결제수단 통합 관리는 물론,  
가맹점 전용 커스터마이징을 통한  
제휴카드(PLCC) 지원으로  
고객에게 탁월한 결제 경험을  
선사하고 있어요.

무신사  
무신사페이 
브랜드페이 연동으로  
재구매율이 2.8배 상승했어요. 
무신사는 온라인 패션 커머스로,  
고객에게 쉬운 결제 경험을 줄 수  
있는 솔루션을 가장 빠르게 구축할 
방법이 필요했어요. 쉬운 개발 연동, 
탁월한 결제 경험을 위해  
토스페이먼츠의 브랜드페이를  
선택했어요.

퀸잇 
퀸잇페이 
출시하고 1년도 안 돼서  
거래액이 매월 300% 늘었어요.  
고객들이 더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게 토스페이먼츠 브랜드페이로  
자체 간편결제 '퀸잇페이'를  
만들었어요. 연동이 정말 편했고,  
무엇보다 퀸잇페이로 더 편하게  
결제하는 고객이 늘어  
만족스러워요.



자체 간편결제 솔루션 비교

 

구분
토스페이먼츠  
자체간편결제

타 PG사 솔루션 
(K사, I사)

VAN 자체 구축 
(N사)

UI 커스텀
모든 영역 SDK 및 API 제공 

완벽 커스텀 지원
일부 영역 (가맹점당 개발 필요) 가맹점 직접 구현

Backend 개발 공수
HTTP API * 
적음 (1개월)

PG 모듈 ** 
보통 (3개월)

TCP 전문 *** 
많음 (6개월)

즉시 카드 결제  
(별도 카드사 심의 X)

○ ○ ✕

계좌 지원 ○ 
(오픈뱅킹)

✕ ✕

원터치 결제 / 예약 결제 ○ ✕ ✕

기능 업데이트 ○ ✕ ✕

X : 미제공 혹은 별도 연동 필요 
* HTTP API: 표준화된 스펙으로 연동이 쉬우며 공중망을 통해서 쉽게 테스트 가능  

** PG 모듈: 별도의 모듈 설치등의 불편함이 존재하며 지원하지 않는 서버 개발 언어가 있을 수 있음  
*** TCP 전문: VAN 자체 전문에 맞추어서 분석에 많은 공수가 소모되며 부가적인 네트워크 작업이 필요할 수 있음



빌링키 방식의 간편결제와 비교

브랜드페이 빌링키

목적 자체 간편결제 
자동결제도 지원

후불결제/정기결제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시 카드사에서 이용 정지 가능성 있음

자체 간편결제 UI ○  
(커스텀 지원)

✕

계좌 결제 지원 ○ ✕

카드사 프로모션 ○ ✕

부정거래 방지 ○ 
(본인인증과 결제 인증)

✕

자체 PLCC/제휴카드 ○ ✕

오프라인 결제로 확장 ○ ✕



그 외 브랜드페이 기능
자동 결제 
후불 결제, 구독형 결제의 경우 등록된 결제 수단으로  
사용자의 액션 없이 서버에서 결제도 가능해요. 

카드사 PLCC · 제휴카드 
카드사와 연동한 시스템으로 자체 브랜드 카드를 만들어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고, 브랜드페이에 카드를 자동 등록할 수 있어요. 
예. 무신사 현대카드, 브랜드페이-신한 제휴카드 

오프라인 결제 
브랜드페이에 등록된 결제 수단을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그대로 활용하여 통일성 있는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요.

브랜드페이 관리자 메뉴 
토스페이먼츠에서 제공하는 상점관리자를 통해 매출, 결제 내역,  
입금 예정 금액 등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계열사 통합 사용 
하나의 브랜드페이를 여러 계열사에서 함께 쓰는 것도 가능해요. 
예.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현대백화점 면세점에서 H.Point Pay 사용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