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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결제 서비스의 시작,
1분 서비스 시스템이면 충분합니다.

세상에 없던 결제 플랫폼,
1분서비스는 어디라도 간편하게 연동할 수 있도록 최적화 된 서비스 입니다.

1분 청구서
청구서 전송부터결제까지
한번에 해결하는
대금결제서비스입니다.

1분 쇼핑몰
주문서 링크로 어디서든
상품을 결제할 수 있는

상품결제서비스입니다.



돈 받기 가장 쉬운 방법

1분 청구서



대금 청구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

1분 청구서

각종 종이 명세서를 이용해 이루어졌던 대금 결제,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청구하고 결제 받을 수 있습니다.

1분 청구서

종이명세서 NO
더 이상 종이명세서는 NO
모바일로 받아보는 청구서

직접 방문 NO
직접 만나기 힘든 고객에게도
청구서 문자만으로 결제가능

ONLY 현금 NO
현금이 없는 고객에게도
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등
다양한 결제수단 제공



1분 청구서 서비스 flow

상품및 고객등록

관리자 페이지/앱 내
청구하고자 하는

상품 및 고객을 등록합니다.

판매자

청구서생성및
전송

대금을 청구할 청구서를
생성하여 전송합니다.

정산

대금 결제 내역에 대한
대금을 정산 받습니다.

청구서수신및
내역확인

수신된 청구 내역서를
모바일 메세지로 확인합니다.

Customer

대금결제

청구서를 확인 후
결제기일에 맞춰

대금을 결제합니다.



한눈에 보기 쉽게 청구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청구서 리스트에서 각 청구서 별 결제 상태를 색상을 통해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의 결제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인 청구서를 고객에게 재전송하여 결제를 상기 시킬 수 있습니다.

결제 기일에
결제되지 않은 청구서

고객에게
전송 완료된 청구서

결제완료 된
청구서

전송되지 않고
저장된 청구서

쉽고 간편하게 청구서 생성이 가능합니다.

4단계 STEP을 통해 원하는 고객에게 청구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Step01. 고객선택 Step02. 상품선택 Step03. 추가 노트 Step04. 추가 기능

청구서를 전송할 고객을
선택합니다.

청구할 상품을
선택합니다.

추가적인 메시지를 적어
전송합니다.

다시 알림, 결제기일 등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1분 청구서



상품/고객 관리가 가능합니다.

등록된 상품/고객 정보를 통해 바로 청구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상품관리

1분 청구서

고객관리

쉬운 미수금 관리로 매출관리가 편리해집니다.

미납된 청구서를 따로 관리할 수 있어
미수금 관리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링크 한줄로 만드는 판매샵

1분 쇼핑몰



쇼핑몰을 뛰어넘는 또 하나의 쇼핑몰

1분 쇼핑몰

SNS/블로그 어디든 온라인 상품 판매 지원!
링크 한 줄이면 직접 쇼핑몰을 개설하지 않아도 상품 판매가 가능합니다.

1분 쇼핑몰

시공간 제약 NO
24시간 판매 가능한 상품 링크로

언제 어디서든 판매가능

막대한 창업비용 NO
온라인 쇼핑몰보다도 적은

초기 창업비용

수기 관리 NO
개별 관리자 모드를 통해 상품관리

뿐 아니라 데이터관리까지



1분 쇼핑몰 서비스 flow

상품등록

관리자 페이지 내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등록합니다.

판매자

링크생성

등록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개별링크가 생성됩니다.

Link

링크배포

생성된 링크를
판매자님의 SNS페이지 및
카카오톡 등에 배포합니다.

정산

상품 구매 내역에 대한
결제 대금을 정산 받습니다.

주문서확인

판매자가 배포한
상품 주문서를 확인합니다.

Customer

상품구매

상품 주문서 확인 후
상품을 구매합니다.



다양한 SNS 페이지에 연동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SNS페이지에 주문서 링크를 붙이면,
깔끔하고 세련된 주문서로 간편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블로그

http://1min.biz/cJxfH1

1분 쇼핑몰

http://1min.biz/cJxfH1

http://1min.biz/cJxfH1

http://1min.biz/cJxfH1



공유 기능을 통한 상품 홍보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채널로 주문서링크를 공유 할 수 있습니다.
공유 기능을 통해 다수에게 무제한으로 상품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주문서 링크 하나면 상품 판매가 가능합니다.

상품 등록과 동시에 주문서 링크까지
어떤 SNS, 모바일, 웹 페이지에서도 당신의 상품을 판매 할 수 있습니다.

https://1min.biz/cJxfH1

1분 쇼핑몰



쇼핑몰 운영에 최적화된 관리자 모드 제공

쉽고 간편하게 상품 주문이 가능합니다.

고객은 주문서 링크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Step01. 상품주문 Step02. 배송정보 Step03. 결제정보 Step04. 주문완료

수량 및 옵션을 선
택합니다.

배송 받을 배송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상품을 결제할
결제정보를 입력합니다.

결제한 상품정보를
확인합니다.

주문서관리, 상품관리, 배송관리 등 일반 쇼핑몰에 필요한 주요 기능 무료로 제공합니다.

1분 쇼핑몰



모바일 결제 솔루션 전문 기업, 후퍼

후퍼는 사물인터넷/금융결제/교육/커머스/게임 등다양한 스펙트럼의 개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자사서비스로 O2O결제 솔루션인 페이앳, 
부동산 투자정보 플랫폼 투모다등 여러 자사서비스를 운영중입니다.

http://www.whoopersoft.com

02.875.2134

서비스 제공 및 협력사



1분 서비스
어느 상황에나 적용 가능한 당신을 위한 맞춤 결제 시스템

https://www.1min.biz

이메일 : support@1min.biz
구대현팀장 - 070-4351-3007 / 010-5586-6228

1분 서비스문의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