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로결제  

-발송페이지 메뉴얼 



페이지 설명 - 판매상품관리 

♦ 판매상품을 미리 등록하여, 구매자에게 상품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카테고리 등록 후 상품을 등록해주세요. 

♦ 등록된 판매상품을 모두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 처음 로그인 시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 판매상품의 카테고리를 등록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 판매상품을 등록하기 전에 카테고리를 먼저 등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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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설명 – 전화로결제 발송 

♦ 구매자에게 등록된 상품의 결제를 요청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 등록된 상품이 없어도 결제 요청은 가능합니다.(상품이미지는 다우페이 기본이미지로 전송) 

♦ SMS 대량발송은 잔여 문자 캐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건발송은 무료) 

 

♦ 결제 url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페이지입니다. 

♦ 등록한 상품별로 결제링크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송장번호를 조회하여 배송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 결제 현황을 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 결제 요청 일시, 구매자정보, 구매자 연락처, 배송지주소, 배송상태등 주문/결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설명 – 게시판 

♦ 전화로결제 사이트의 공지사항 및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가 문의사항을 게시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 다우페이 상점관리자 페이지 (https://agent.daoupay.com) 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결제 유효기간, 가상번호, 결제 type을 설정할 수 있는 페이지 입니다.  

https://agent.daoupay.com/
https://agent.daoupay.com/


페이지 설명 – My Page  

♦ 계정의 기본정보 변경이 가능한 페이지 입니다. 

♦ 발신번호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SMS 발송 시 발신번호 인증 필요)   

♦ 주소록을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 주소록 등록 방법은 SMS 결제 요청시 주소록 등록방법과 동일합니다.   

 



♦ 전화로결제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https://partner.phonepay.co.kr) 

♦ 메일로 전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1. 로그인 페이지 

https://partner.phonepay.co.kr/
https://partner.phonepay.co.kr/


♦ 카테고리는 그룹과 같은 개념입니다. 

♦ 카테고리 등록 버튼을  눌러 아래 화면에 입력해주세요.  

2. 판매상품 관리 - 카테고리 등록 



2. 판매상품 관리 – 판매상품 등록 

앞서 등록한 카테고리를 지정해주세요.  

판매하실 상품명을 등록해주세요.  

상품이미지는 찾아보기를 통해 PC에  지정된 이미지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320*236픽셀이 최적사이즈입니다.  

배송비와 반품시 배송비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정책이 있을 시에 이미지를 등록해주
시면 좋습니다. 

고객이 결제할 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고객이 알기 쉽게 제품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써주세요.  

모두 입력하셨으면 등록버튼을 눌러주세요.  
등록된 상품은 판매상품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판매상품 관리 – 판매상품리스트  

♦            을 누르면 등록한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를 누르면 등록한 상품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를 누르면 옵션 수정 및 추가 설정이 가능합니다. 

 
♦               를 누르면 상품을 복사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정 관리 

복사 삭제 



3. 전화로결제 발송 - SMS결제요청 

구매자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주소록과 대량등록은 다음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구매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메모사항을 입력해 주세요. 

배송지요청과 수량옵션을           으로 하면  

고객이 배송지와 수량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WEB : 결제페이지 입력 방식 
ARS  : ARS 신용카드 결제방식  

발신번호등록하기를 눌러 SMS 발신번호를 등록해주세요.  

버튼을 클릭하시면 구매자의 휴대폰으로 
결제요청문자가 전송됩니다 

SMS 대량 발송은 잔여 문자캐쉬가 있어야 SMS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판매상품은 등록된 상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품 등록을 먼저 하고 결제요청을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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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화로결제 발송 - SMS결제요청-주소록 및 대량등록 

♦                 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옵니다.   

♦ 신규등록을 위해서 위 창의                   를 눌러주세요.   ♦ 고객명, 휴대폰번호. 간단한 메모를 입력해 주소록을 등록하세요.   

♦                 을 누르면 오른쪽과 같은 창이 나옵니다. 

 
♦ 샘플다운로드를 누르면 등록 샘플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소록 등록 

▣ 대량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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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화로결제 발송 – 결제링크관리   

♦                          를 누르면 등록되어 있는 상품의 결제 링크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추가하시면 결제url이 생성됩니다. 

 
♦ 링크를 삭제하시려면   체크박스(       )  를 클릭하시고                                   를 누르시면 됩니다. 
 

♦ 링크추가를 통해 생성된 결제url을 판매 사이트에 게시하면 구매자가 해당 링크에 들어가 결제할 수 있습니다. 



3. 전화로결제 발송 – 결제현황   

♦ 결제요청일, 구매자 휴대폰번호, 결제요청코드, 상품명을 입력하여 결제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제를 요청한 후 결제대기 상태에서는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결제요청이 취소됩니다. 

♦ 결제가 완료되면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결제가 취소됩니다. 

구매요청취소 

결제취소 



3. 전화로결제 발송 – 결제링크관리   

♦  택배사를 선택하고 운송장번호를 입력해 배송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게시판 – 기타설정    

구매자가 SMS를 수신받아 결제할 수 
있는 유효시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구매자에게 노출되는 발신번호이며 판매자가 3개까지 
지정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5. My Page – 발신번호 관리     

♦  발신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발신번호로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  SMS는 문자로, ARS는 전화로 인증번호가 안내됩니다.        

♦  안내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시고               버튼을 누르면 발신번호 등록이 완료됩니다. 

♦  등록된 발신번호는 SMS결제요청시 선택하여 보낼 수 있고 고객에게 노출됩니다.        



6. 구매자 시나리오 – SMS결제요청 (Type ARS)      

♦  구매자가 수신받은 문자를 확인하고  
     해당 url로 이동합니다. 

♦  수신받은 URL로 이동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  이 창에서 고객이 구매수량과 배송지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정보를 확인하고 “ARS전화로결제” 버튼을 누르면 ARS  
      안내에 따라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결제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결제  
     완료창이 나타납니다. 



6. 구매자 시나리오 – SMS결제요청 (Type WEB)      

♦  구매자가 수신받은 문자를 확인하고  
    해당 url로 이동합니다. 

♦  수신받은 URL로 이동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  이 창에서 고객이 구매수량과 배송지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정보를 확인하고 “신용카드 간편결제” 버튼을 누르면  
     다음 창으로 넘어갑니다. 

♦ 생년월일(또는 사업자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을 입력하고 “결제” 버튼을  
   누르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6. 구매자 시나리오 – 링크결제      

♦  구매자가 클릭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http://goo.gl/CAHEC9  

♦  구매자가 url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결제창으로 이동하여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http://goo.gl/CAHEC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