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제안1 - 스마트폰 앱 “무료 주차요금정산기”

주차관리분야의 혁신적 제안1

주차요금정산기, 평생 무료로 쓰자!

☞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꾸었다.
 이것은 스마트폰 앱이다.
 모든 기능을 여기에 다 담았다.
 평생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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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제품(스마트폰 앱)
1) 구, 차빼주세요. 국내최초 차량번호 소통앱, 차량번호판 자동인식 ‘차량상태알리미’
2) NFC기능의 RFID리더기 활용, 출입통제, 쿠폰발행 앱 ‘TouchNGo’, ‘TouchNPoint’

(전국)1566-1654 (교1) (직통) 070-4754-3647

최첨단 주차요금정산기를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요...
출차 -- 정산원 요금정산

잘나가는 대형빌딩, 공공

차량번호판인식시스템

기관, 경기장 주차장



첨단 기술인 차량번호
판인식시스템이다.
입차기록이 컴퓨터에
자동으로 기록된다.
입차 -- 무인

컴퓨터로 집계도
자동으로 된다.

차량번호판인식시스템

그러나, 상당수의 중소형 주차장은,





손으로 기재한 종이를
주거나,
영수증 발급기로 차량
번호, 입차시간을 찍
어서 준다.
컴퓨터로는 집계가
안된다.

그러나,
이젠!!

잘나가는 주차장이 절대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여기, 최첨단 차량번호인식 주차정산기를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제품은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소프트웨어 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차량번호판인식기반의 최첨단 주차요금 정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정산기” 앱 다운로드 및 사용법
스마트폰 바탕에 있는 Play스토어 아이콘을 터치하여 검색 창에,
“주차요금정산기”를 치면 4개의 앱 리스트가 뜨는데, 맨위에 나옵니다.

그 다음은 터치하여 실행하고, 간단한 회원가입하고, 맨위 로고를 터치하면, 끝.!

▶앱이 실행되면요, 우측의 입차버튼누르면 입차기록 끝. 정산때는 출차 버튼 꾸욱~!

▶ 좌측의 설정버튼을 누르면, 요금정책, 할인정책에서 부터 무료차량등록까지 끝
~

☞ 아, 참 한가지 잊었네요. 영수증 프린터로 되고요, 월별, 기간별 집계도 됩니다.

여기 “무료 주차요금정산기” 앱을 위한

TIP

이 있습니다.

TIP-1. 영수증 프린터는 어디서 구합니까? 휴대용이어야 할텐데…
모델명 : BH-5740.203-BT

판매가격 : 198,000원 (VAT포함)

대리점에서 구매하시면 소폭 할인이 됩니다.

TIP-2. 일일 집계표, 주간, 월간 집계표 출력이 불편하죠?
웹지원 서비스로 오세요.

서비스요금 : 월 22,000원(VAT포함)

초저가라서 할인이 불가능 합니다.
 스마트폰 앱 ‘주차요금정산기’ 에서 사용한 id와 비밀번호
로 접속되며, 앱에서 자동 혹은 수동으로 동기화한 데이터
가 모두 확인됩니다.
 요금책정이나 무료차량 등록을 여기서 하면 앱에도 반영
되어 변경된 정책을 정산원이 사용하게 됩니다.
 요금집계나 출입현황을 A4용지 출력은 물론이거니와 엑셀
로 변환하여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weblpr.bhict.com

TIP-3. 스마트폰 창이 너무 작죠? 게다가 개인 것이라 불편하죠?
추천 태블릿PC

레전드X2

판매가격 : 440,000원 (VAT포함,전용 앱 설치 포함)
 연로한분도 사용가능한 10.1”
대형화면
 가벼운 터치감, 빠른 응답
 초경량, 손에 잡히는 안전감
대리점에서 구매하시면 소폭 할인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