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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개요

KG이니시스는 1998년 설립하여 2002년 코스닥에 상장된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며

23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경쟁력있는 기업입니다.

시장점유율 1위

최고의 안전성을 갖춘

시장 점유율 1위 PG사

160,000가맹점

누적 16만개 가맹점이

이용하는 서비스

4.8 Billion

연간 4.8억 건의 결제

25조원의 거래 금액

통합간편결제서비스

통합 간편결제 서비스로

가맹점 페이 구축 지원

PATENT

결제 서비스 및

기술특허 최다 보유



회사 연혁

전자 지불의 새 지평을 열다

국내 최초 충전식 전자화폐 출시

한국 모바일 페이먼트 서비스 설립

전자금융을 선도하다

2008 정보보호 안전진단 필증 획득

업계 최초 IDC 이중화 구축

계좌이체, 모바일결제 원천 서비스 제공

INIB2B / INIP2P / OPA 오픈

IPTV T커머스 구축

업계 유일의 오픈웹 서비스 제공

스마트폰 결제솔루션 ‘INIPAY Mobile’출시

전자지불 시장을 이끌어가다

업계 최초 코스닥 시장 등록

e-biz대상 산업자원부상 수상

이니시스 윤리경영헌장 수립

대한민국 지불결제의 No.1

업계 최초 간편결제, 간편결제 커넥트 시행

이니시스 KG그룹 편입

공공입찰 B2B서비스 제휴

PCI DSS인증 획득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 지분 취득

자회사 러시아 법인 KG RUS 설립

가산 센터 신규 오픈

온오프라인 VAN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시

업계 최초 월 거래액 2조 돌파

업계 최다 간편결제 10종 패키지 제공

1998 – 2001

2006 – 2010

2002 – 2005

2011 – 2020

2021지불결제 시장에 혁신을 일으키다

GS페이 출시

통합인증서비스 오픈

선불전자지급 수단 발행업 등록 완료

PCI-DSS 8년 연속 인증 획득

'렌탈페이' 구독 서비스 출시

KG이니시스, 영업이익 985억원 역대 최대실적 갱신



매출 / 거래액 성장 통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

KG이니시스 거래액

45.3
54.1

65.6

94.2

159.4

10.4
12.4

14.6

19.3

25

온라인쇼핑몰 거래액 출처 : 통계청 - 온라인쇼핑동향

(단위 : 조 원)

연간거래액

113.7

21.8

16만 KG이니시스 누적 가맹점

30 제휴 금융기관

22.6조원 2019년연간 거래금액

23.7조원 2020년연간 거래금액

5.2% 연간 거래 성장률, 신용카드 10% 성장

5.5억건 연간 VAN 처리건수

거래성장

가맹점및제휴사



사업 영역



사업 영역

PG (Payment Gateway) 사업

전자결제

• PG업계 No.1 PG

• 전 거래 에스크로를 통한 안전거래 제공

• 오픈웹 결제 제공

• PG업계 최초 스마트폰 모바일 결제 서비스

• 2020년 거래금액 25조원 기록

• App방식과 Web방식 모두 지원

•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기술 도입

• Non Active X 지원

Global PGs

• 각 국가별 현지 화폐 지불 결제 연동

해외 가맹점들 대상 원화 결제 서비스 제공

• 국내 가맹점들의 해외 소비자 대상

현지 화폐 지불 서비스 제공

• 마스터카드, global collect, 사이버 소스, 알리페이 등

글로벌 선두 Payment 기업과 사업 제휴

• 국내 PG3사 최초

알리페이, 위챗페이, 텐페이 결제 서비스 제공



사업 영역

VAN(Value Added Network) 사업

VAN

• O2O(online & offline) 구분 없이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안정적인 VAN 서비스 제공

• 자체 솔루션으로 SI 가맹점 서비스 제공

• OFF Line 가맹점과 카드사 데이터 중계 서비스

• 테이블 오더 (간편 주문/결제) 서비스

• 우수한 재무구조와 자금력을 바탕으로 오차없는 정산 서비스 제공



사업 영역

시너지(Synergy) 사업

B2B

• 기업 간 전자상거래 서비스 e-마켓플레이스

운영 (www.inib2b.com)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14개 은행 연계 심사를 통해 거래 대금 보증

• 기업 맞춤형 결제솔루션 및 금융상품 개발

광고플랫폼

• PC결제창, 모바일결제창, 가맹점관리자사이트 영역

에서 광고 플랫폼 제공

• B2C 영역 월 3,500만명 결제고객, B2B 영역 누적 13만

가맹점 광고 노출

• 광고 노출, 클릭수, CTR등 통계 레포트 제공



디지털 금융의 Leading 기업

전자결제 선도기업, (주)케이지이니시스는 창의적인 생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자지불(Payment Gateway)부분에서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로 확고히 하였고, 

세계적인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발 더 도약 합니다.



브랜드 파워

Premium Service

• 결제 전문가 그룹의 체계적인 서비스 : 최장기간 업계 1위로 PG 전문 서비스 제공

• 국내 주요 간편결제를 결제창 안에서 제공하는 통합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

최고의기술력

• 업계 최다 기술 특허 보유

• PCI DSS 인증 획득 :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 Card, Visa, JCB 社가 공동으로 책정한 신용카드

업계 글로벌 보안 기준을 PG 업계 최초로 인증

• 금융거래 안정성 확보 부분 최우수 선정

재무안정성

• 우수한 경영 성과 : 우수한 재무구조와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객사 정산 서비스 제공

• 경쟁사 대비 우수한 단기 지급능력 : 경쟁사 대비 월등한 유동성 보유, 안정적인 이익 창출



3. 간편결제1. INIPAY 전자결제

사업소개

INIPAY 오픈 웹 서비스

INIPAY 모바일 서비스

INPAY ARS 서비스

통합 간편결제 서비스

WPAY (더블유페이)

6. 부가서비스

실시간 번역 서비스

카드 본인 확인 서비스

통합인증서비스

모바일 Biz쿠폰

필수부가 패키지

Everyday Pay (매출 선 정산 서비스)

모바일 가맹점 관리자

계좌 성명 조회 서비스

지급 대행 서비스

카카오톡 Biz 메시지 서비스

4. 광고 플랫폼

B2C

B2B

2. INI VAN / 테이블오더

INI VAN 서비스

테이블오더 서비스

5. 이니렌탈 서비스



INIPAY 전자결제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와 기업 간 결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행하는 이니시스의 전자결제 서비스

1

4

2

3



INIPAY 오픈 웹 서비스

비IE 환경에서도 편리한 온라인 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웹 서비스를 제공

윈도우에서 브라우저 종류에 상관없이 전체 신용카드 포함한 모든 결제수단을 이용 가능

※ Window : 모든브라우저에서신용카드전체사용가능 / Mac, Linux : 모든브라우저에서신한카드하나SK카드사용가능



INIPAY 모바일 서비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환경에서 소비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상품 또는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간편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

• PG업계최초스마트폰모바일결제서비스

• App 방식과 Web 방식모두지원

• 연동편의성극대화

• 가상(스크린) 키보드를통한보안강화

• 온라인과동일하게전지불수단결제제공



INIPAY ARS 서비스

유/무선 전화를 이용하여 주문을 접수하고, 이후 유/무선 전화를 통해 신용카드 인증 및 승인 후 결제하는 서비스

여행, 카탈로그쇼핑및 TV홈쇼핑, 교육비, 학원비, 공공지로관리업종에적합한결제입니다.

SMS 주문인증번호제공방식 호전환제공방식



INI VAN(Value Added Network) SERVICE

카드사와 가맹점 간 고도의 통신망을 구축하여 승인 중계, 카드 전표 매입, 청구 대행 등의 데이터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니시스의 서비스

VAN 단말기

KIOSK & KDS & 

DID SYSTEM 및 SI 지원 사업

OFF Line 가맹점과 카드사

데이터 중계 서비스

테이블 오더 (간편 주문/결제) 

사업

POS(Point of sales) 사업



INI VAN 서비스 내용

INI VAN Network를 통한 다양한 결제수단별 서비스 제공

신용카드 (체크카드) 서비스

국내(해외) 발생 신용카드 거래 승인 중계 서비스 제공, 
DDC, EDC, DSC, ESC, EDI 매입 처리

현금 IC거래서비스

현금IC카드를 통한 거래 승인 중계 서비스, 

결제 승인 취소 서비스

멤버십 (포인트) 서비스

통신사(SKT, KT, LG U+) 멤버십 서비스

OK Cashbag 등 각종 포인트 서비스

간편결제/해외카드서비스

삼성페이, 엘페이, 페이코 및

은련, 위챗, 알리페이 서비스

전자결제서비스 (PG)

오프라인, APP, WEB상에서 결제 할 수 있는

통합 결제솔루션 제공

현금영수증

국세청 시행 현금영수증 승인처리 서비스 제공



키오스크 서비스

• 종교 및 비영리재단에 카드/간편결제 기부 서비스 제공

• 와이파이 연결 가능

업종과공간의제한이없는결제시스템

• 가맹점 니즈에 맞춘 UX/UI 기획 및 결제솔루션 제공

• 키오스크 디자인, 이동형 등 다양한 옵션 선택 가능

가맹점니즈에최적화된커스터마이징

• 현장 피드백에 기반한 A/S로 안정적 서비스 제공

• 원격지원을 통한 시스템 업데이트로 결제수단 확장

• 24시간 고객센터 운영

지속적시스템관리및업데이트

산업의 경계를 넘어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 결제가 가능한 키오스크 서비스 제공



테이블오더 서비스

H/W 비용, 개발비, 사용료 등의 비용 없이 쉽고 편리한 스티커형 테이블 QR 스캔 오더 서비스 제공

• 테이블 QR스캔으로 바로 주문과 결제

• 별도의 APP 설치 없이 결제 가능

쉽고편리한주문과결제

• 개발비 無, 월 사용료 無

초기도입비용부담최소

• 국내 1위 PG 업체 KG이니시스 인프라 활용

• 외국어 서비스 지원

안정적이고다양한서비스제공



통합 간편결제 서비스

KG이니시스와 계약만으로 TOP 7 간편결제서비스를이용가능한국내유일통합간편결제서비스로

최초 1회 인증 설정으로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가능



WPAY (더블유페이)

가맹점이 가지고 있는 각 브랜드 이미지에 맞게 가맹점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인 것처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

• 가맹점자체브랜드의 ‘간편결제’를사용자에게제공(신용카드, 계좌이체제공, 2018.12 기준)

• 부정거래탐지등 FDS 시스템으로거래안전성을확보하였으며, 고객사의브랜드컨셉에맞는 UI/UX 구현이가능



WPAY (더블유페이) - Standard

로고나 버튼 색상 등의 일부 영역을 변경하여 쉽고 빠르게 개발이 가능하고 별도의 비용이 없는 버전

적용 예시

실제 적용 사례



WPAY (더블유페이) – Pro

결제 요청 화면을 가맹점이 원하는 페이지에 포함시키고 특성에 맞게 기획/개발 커스텀을 할 수 있어

고객에게 익숙한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 구축 효과를 줄 수 있는 버전

대표가맹점 : 요기요, 인터파크, 도미노피자, 배달통, NS홈쇼핑,

THEHANDSOME.COM, YES24, SROOK 



이니렌탈 [구독결제] 서비스

기존 수수료 그대로! 전자 결제 정산 주기 그대로! 자금 유통 리스크 걱정 없이!

최대 60개월까지 월 분할 결제 가능한 장기 구독 결제 서비스

할부 수수료

부담 NO!
판매상품

그대로!
고액 상품

매출 UP!
정산주기

그대로!

높은 수수료, 자금 유통 리스크 없이
부담 없이 고가의 상품 Sale Point!

일시 납부가 부담되는 일반 상품을 구매
+ 제휴카드할인까지

가맹점구매고객

이니렌탈상품구매예시 (48개월할부기준)

원상품가격
1,000,000원

월납입금 (48개월선택)
월25,000원

제휴카드사용시, 
월 5,000원 납부

실납부금액
240,000원

할인최대구간

최대 76%
할인 효과

*제휴카드 월 최대 2만원 할인 적용



일본 결제 서비스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가맹점을 위한 TOTAL 결제솔루션

1회계약으로국내/국외 PG서비스부터 정산, 관리, 기술 지원까지한번에 !

한국가맹점

한국소비자 일본소비자

희망통화로

더 빠르게 정산

일본향EC

마케팅솔루션
지원

편리한
관리시스템

타사대비

저렴한 수수료
일본지불수단

최대 보유

하나의시스템으로통합관리하여 추가 연동/ 개발 불필요



광고 플랫폼 서비스 (B2C)

KG이니시스 결제창 B2C 플랫폼에서 광고 노출 제공

※결제고객월 3,500만명대상광고노출

INIPAY PC 결제창 광고

INIPAY 모바일 결제창 광고



광고 플랫폼 서비스 (B2B)

가맹점 관리자 사이트 등 B2B 플랫폼에서 광고 노출 제공

※누적가맹점 13만명대상광고노출

가맹점관리자 페이지 광고



실시간 번역 서비스

쇼핑몰 실시간 자동 번역 엔진 탑재로, 구매자 IP 기반 또는 국가 버튼 선택 시 원하는언어로실시간자동번역

1. 간단한 스크립트삽입만으로접속한국가의 IP를파악하여

국문텍스트를 해당 국가 텍스트로 자동으로 번역

2. 국가 버튼을 삽입하여 해당국가선택시실시간번역

이미지및동영상번역시에도 가맹점 관리자 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에 준하는 번역 서비스 제공

실시간번역

준실시간번역



카드 본인 확인 서비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어도 평소 이용하는 앱카드 (신용 및 체크카드) 하나로 본인 인증이 가능한 서비스

• 신용및체크카드하나로본인인증가능 (본인명의휴대폰이없어도가능)

• 공인인증, 휴대폰인증, 아이핀인증을대체할수있는온라인주민등록번호대체서비스 (CI/DI)

신규대체수단기존주민등록번호대체수단



통합인증서비스

민간인증서를 기반으로 간편인증과 전자서명을 통합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카카오, 네이버, 금융결제원, 패스, 토스, 페이코 인증서를 제공

대중적인 인증서를 활용하여

회원관리,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전자계약 등에 활용 가능

1번의 계약으로 6개의 인증서 선택하여 사용 가능

별도 프로그램 설치/ 개발없이 웹호출 방식으로 연동

간단한 입력 방식으로 고객 편의 증대

기본료 및 유지보수비 불필요

별도프로그램설치 No!

간편인증 & 전자서명통합제공



모바일 Biz 쿠폰 (모바일 쿠폰 증정 마케팅 서비스)

신규 고객 관리를 위한 프로모션 혹은 임직원 리워드 용으로 모바일 쿠폰을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

• 오직이니시스가맹점에게만브랜드별단독할인율적용된쿠폰판매

• 서비스신청및가입절차없이가맹점관리자페이지 > 부가서비스 > 모바일 BiZ 쿠폰메뉴에서간편하게이용가능

쇼핑몰 가입, 상품 리뷰, SNS 이벤트 참여 고객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으로 사이트 홍보 및 수익 확보.

쇼핑몰가입, 후기이벤트 인스타태그(#,@) 이벤트 유튜브채널이벤트



필수부가 패키지

많은 가맹점들이 필수로 선택하는 부가 서비스를 모아 패키지를 구성한 서비스

에스크로
구매안전 서비스로,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여 배송완료 후 구매 결정에 따라

판매자에게 결제 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

보증보험대체비 보증보험 가입 없이 정산한도를 증액하는 서비스

원천적으로 환불이 불가한 지불수단인 가상계좌, 휴대폰결제의 환불 대행서비스환불서비스

모두알림서비스 결제알림 / 정산입금알림 / 정산한도알림을 결합한 모두 알림서비스

http://www.inicis.com/2018/0725/index.html

http://www.inicis.com/2018/0725/index.html


Everyday Pay (매출 선 정산 서비스)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을 위해 선 지급 정산 해주는 서비스

• 신용등급과관계없이 PG정산대금을담보로익영업일에선지급정산

• 계약된정산주기와관계없이익영업일에지정된계좌로바로지급

신용등급과관계없이누구나! 원활한자금계획에도움!



모바일 가맹점 관리자

기존 PC 환경에서 접속하는 가맹점관리자서비스를 앱으로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거래/정산 내역을 확인 및 취소할 수 있으며,  앱 PUSH 기능으로 필요한 알림 실시간으로 제공

https://iniweb.inicis.com/mobileCheck.jsp

https://iniweb.inicis.com/mobileCheck.jsp


계좌 성명 조회 서비스

가맹점에서 가맹점 관리자의 계좌성명 일치조회 URL로
계좌번호, 예금주명, 은행 정보 송신을 통하여
현 계좌번호의 예금주가 일치하는 지에 대한 여부를 수신

가맹점에서 가맹점 관리자의 계좌주 성명조회
URL로 계좌번호, 은행정보 송신을 통해
현 계좌주의 성명을 조회 및 수신

계좌주성명일치조회 계좌주성명조회

서비스연속성및안정성확보

서비스를 듀얼 운영하여 연속성을 확보하고 계좌번호의 예금주를 사전에 확인하여 금융사고 방지

서비스편의성제공

시중 전체 은행에 대해 송금(환불)에 대한 고객의 은행 계좌번호와 성명을 실시간으로 확인



지급대행 서비스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하는 오픈마켓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를 대신하여

이니시스에서 거래금액의 지급 및 자금이체를 대행하는 서비스

• 전자자금이체업무를수행하는오픈마켓사업자의전자금융업자등록비용및관리비용절약가능

• 서브몰(통신판매자) 계좌정보및지급데이터는가맹점(오픈마켓사업자)에서관리하며, 

거래금액의보유및지급등자금이체를이니시스에서대행



카카오톡 Biz 메시지 서비스

카카오톡을 통해 정보성, 광고성 메시지를 고객에게 발송하는 서비스

휴대폰번호를 기반으로 카카오톡 친구추가 없이
이용자에게 정보성 메시지 발송

휴대폰번호를 기반으로 카카오톡 친구로 맺어진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고성 메시지 발송

알림톡 친구톡



1. Partners

2. Contact Us

파트너소개



Partners

카드사

호스팅사



Partners

지불협력사



Partners

주요가맹점



Contact us

https://www.inicis.com/

서비스계약문의
02-3430-5858

ch@kggroup.co.kr

제휴및마케팅문의 inibiz@kggroup.co.kr

Global PG 문의
02-3430-0984

gb@kggroup.co.kr

기술지원
02-3430-5960

ts@kggroup.co.kr

고객센터 1588-4954

https://www.inicis.com/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