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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별첨 Alipay 서비스 운영안내 

 

 

 



1-1 Alipay 서비스 정의 

1. Alipay 

서비스 개요 



Alipay 서비스란? 
1. Alipay 

 서비스 개요 

Alibaba Group 산하의 중국 최대 온라인 결제 기업 

회원 ID 발급 8억 명, 유효회원 5억 5천명, Mobile App. 유저 1억 명의 중국 최대 PG사 

Alipay 소개 

알리페이 인터넷기술유한회사(支付宝 网络技术有限公司) : 중국 국내 제3자 지불결제 플랫폼 선두주자 

2012년 12월 기준 중국 전자지불 업계 M/S의  51.2% 

2012년 매출액 200억 위안 (한화 3조 6천억원)매출달성 (전년대비 3배 증가) 

중국인의 Alipay 사용 

많은 중국인들은 아직까지도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이체를 통해 인터넷에서 물건 구매 하기를 

매우 꺼려함 

이러한 불안심리를 제 3자 담보형식으로, 미국의 페이팔(Paypal)의 P2P방식을 현지화 시킴 



Alipay 서비스란? 
1. Alipay 

 서비스 개요 

- Alipay 서비스란 온라인에서 상품 또는 콘텐츠 구매 시, 중국 현지 고객이 Alipay로 충전 (신용카

드, 직불카드, 계좌이체) 후 Alipay를 이용하여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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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비고 

회원가입 회원 가입 시 휴대폰, 이메일 중 인증방법 선택 후 회원가입 

지불수단 등록 인터넷뱅킹, 신용카드(은련카드), 핸드폰 충전카드 등 지불수단 선택 

충전 

1. 최초 1회 등록  

(이름, 결제비밀번호, 신분증번호 or 여권번호) 

2. 충전수단 선택  

3. 충전금액 입력 하여 충전 완료 

실제 결제 시는 

Alipay 계정ID, 

결제 비밀번호로 

결제함.  

 



2. Alipay 
 
 

서비스 운영 

2-1 결제 프로세스 

2-2 서비스 신청방법 및 지원가능 플랫폼 

2-3 정산운영 관련 

2-4 결제 화면 (모바일) 



Alipay 결제 프로세스 2. Ali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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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hant 

1.상품 선택 후  
구매결정 

2.구매 수단 
선택 창 

4. PlugIn or 
중국용 결제창 Start 

5. 기준정보 
요청/결과 

6. 결제 방법 선택  
(Alipay or UnionPay) 

기준정보 
DB 

MPI 

7. 결제 요청 / 결과 

Merchant 
Server 

14. 최종 결제 결과 

INICIS Alipay or 
UnionPay 

구매자 

PG Server 

거래정보 
DB 

12. 저장 

10. 결제 
요청 

13. 결제 
결과 

Alipay or 
UnionPay  
결제 서버 

TX/INILite 

11. 결제 확인 요청 / 결과 

3. 결제시작 

Encrypted 

9. 결제 요청 

결제정보 
DB 

8. 결제 요청 / 결과 

서비스 운영 



2. Alipay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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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방법 및 지원가능 플랫폼 

정산운영 관련 

구분 내용 비고 

수수료 4.5% 

정산주기 월 1회 ※ 그 외 정산주기 별도 협의 필요 

취소 승인 후 90일 이내 거래건에 한해 가능 90일 이후 거래건 취소불가 

승인통화 USD 및 KRW 선택 가능 중국 고객 위안화 적용환율: Alipay 제공 환율 

정산통화 
USD 및 KRW 선택 가능 

(환율: 당사 내부 기준에 의해 1일 1회 환율 고정) 
-. USD 정산 시, 당사 지정 정산계좌 이용 
(타행 이용 시, 송금수수료 가맹점 부과) 

구분 내용 비고 

신청방법 개별 지불수단으로 운영- 서비스특약서로 신청 

MID발급 MID 신규 발급 불필요- 기존 사용 MID 에 서비스 추가 

플랫폼 모바일, 웹 PC 버전 



Alipay 결제 화면(PC) : 1단계(계정/비밀번호입력) 
                              

2. Alipay 

 서비스 운영 

(계정) 

(비밀번호) 

※ 초기 결제 연동 시, 상품명이 반드시  영문이어야 함 



Alipay 결제 화면(PC) : 2단계(비밀번호 입력) 
                             >결제진행 중 안내 멘트 
   

2. Alipay 

 서비스 운영 

(비밀번호) 

성공적인 결제, 자동 페이지 전환, 
페이지를 끄지 마세요. 



Alipay 결제 화면(PC) : 3단계(결제완료) 
   

2. Alipay 

 



(타지불수단선택) 

(환율정보) 

결제완료화면 
버튼 클릭 시, 
이니시스 페이지 이동 

가맹점 주문페이지에서 
알리페이 지불수단 클릭 

NEXT 클릭 
(알리페이와의 통신을 위한 페이지) 

환율 정보 노출 
타지불수단 선택 가능 
결제 비밀번호 6자리 입력 
(※ 최근 UI 변경으로 추가됨) 

(결제비밀번호 6자리 입력) 

2. Alipay 

 서비스 운영 
Alipay 결제 화면(모바일) 
                              



고객지원 

서비스 문의 및 계약 관련 문의 

고객센터 – 1588-4954 / ch1@inicis.com 

신규계약 문의 – 02-3430-5858 / ch@inicis.com 

 

 

기술지원 관련 문의 

기술지원팀 - 02-3430-5960 / ts@inicis.com 

고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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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Alipay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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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KG INICIS 비고 

가입비 22만원 (VAT포함) 
INIpay 계약 시, 

 초기등록비 납부 고객은 면제 

수수료 4.5% 

정산주기 월1회 ※ 다른 정산주기 : 별도협의 필요 

승인통화 
USD 및 KRW 선택 가능 

※ USD인 경우, 가맹점 거래요청액 동일 승인 
KRW인 경우, 이니시스에서 달러 컨버팅 후 승인(환리스크 반영) 

중국 고객 위안화 적용환율 
: Alipay 제공 환율 

정산통화 
USD 및 KRW 선택 가능 

(환율: 당사 내부 기준에 의해 1일 1회 환율 고정) 

1. USD 정산 시, 당사 지정 정산계좌 이용 
   (타행 이용 시, 송금수수료 가맹점 부과) 
2. KRW 거래 요청 시, KRW로만 지급 가능 

환율적용 이니시스 제공 환율 정책 기준 1일 1회 환율 고정 적용 

취소 승인 후 90일 이내 거래건에 한해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