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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오브호프와 뱅크카드서비스가 함께하는

차원높은 머천트 프로세싱 서비스

얼굴 없는 서비스는 이제 그만!  머천트 서비스 이젠 찾아가는 서비스로 받으세요! 뱅크오브호프는 뱅크카드서비스 (BankCard 

Services)* -NAVYZ와 제휴를 맺고, POS(Point-of-Sale), EMV(Europay MasterCard Visa) 결제 단말기, 비대면 솔루션, 

키오스크 등 다양한 시스템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제방식이 더욱 안전하고 심플해집니다.

Total Business Solutions Provider

서비스의 폭과 깊이가 다릅니다

• 신속한 결제 및 입금 – 결제 다음 날 뱅크오브호프 계좌로 입금 가능 (Next Business Day Funding**)

• 비용 절감 – 중간단계나 중계인 없이 수수료 절약

• 시장 확대 – 소비자에게 다양한 결제방법 제공

• 고객 지원 – 주 7일 24시간 연중무휴 고객 서비스와 지역 세일즈 담당 지원

• 다양한 언어 서비스 제공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서비스 제공 

• 현장 지원 서비스 – 캘리포니아 본사 및 미주 전역 11개 브랜치를 통한  테크니션 서비스 제공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떻게 

비즈니스 운영하고 계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요구와 니즈에 맞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뱅크카드 서비스-NAVYZ는 최신 

버전의 스마트 통합 POS 기기를 비롯해, 비접촉 결제 

단말기(Swipe-Simple)와 같은 안전한 결제 솔루

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주문을 받을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 투고투고(2go2go.com)와 맞춤형 

온라인 주문솔루션 ‘아이오더푸드’ (iOrderfoods.

com)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지금 머천트 서비스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고객들은 페이먼트 프로세싱에 얼마나 지불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 가능하며, 또한 어떤 카드사에 

어느 만큼의 비용이 각각 들어가는 지도 알 수 있습니다(비자,마스터카드 등).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고객들은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뱅크카드 서비스-NAVYZ에서는 

고객님들께 정직하고 투명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클라우드/윈도우 기반의 POS 시스템- 실시간 리포트 지원

• 안전한 비대면 페이먼트 프로세싱 - Swipe Simple / QR 메뉴 결제, 키오스크

• 온라인 주문 시스템- POS와 연동되는 편리한 온라인 주문 

*머천트 서비스는 BankCard Services 라는 제 3의 업체로부터 단독으로 제공 받고 있습니다. Bank of Hope는 제공된 서비스를 보장하지 않으며 BankCard Services에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오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Bank of Hope는 BankCard Services에서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통제 또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여기에 포함된 정보 또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Bank of Hope는 이러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 참조, 의존 또는 성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손해에 대해 명시적으로 부인하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Next Business Day Funding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고객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Bank of Hope의 Treasury Management Department 800-788-4580 (월-금 오전 6시- 오후 5시 PST)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