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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기본 사용 방법

1. 초기화면

요금, 사용자, 프린터 등을 관리하고, 입〮출차 현황이나 수입집계를 조회합니다.

앱 사용법에 대한 설명이 적혀있는 창을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오류, 기능 추가 요청 등을 문의할 수 있는 게시판으로 이동합니다.

주차장 명 ( 남은 자리 / 전체 자리 )
플래시
야간촬영 시 사용

차량번호 사진촬영

차량번호 음성입력

차량번호 수동입력

입〮출차 차량
데이터 출력

프린터를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프린터 사용설명서 참고)

카메라 줌 인/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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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기본 사용 방법

2. 사용 방법

1. 차량번호판이 파란색 사각박스에 들어가게 한 뒤 ‘입차’ 버튼을 눌러 촬영한다.
(촬영이 어려운 경우엔 수동입력, 음성입력 기능 사용)

2. 인식된 차량번호가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인한다.
3. 나가는 차량의 번호판을 1과 같은 방식으로 ‘출차’ 버튼을 눌러 촬영한다.
4. 번호가 제대로 인식되면 오른쪽 사진과 같이 자동으로 결제 창이 나타난다.

(다른 번호로 잘못 찍히는 경우 4번에서 차량번호 터치 후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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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설명

1. 요금설정

1. 초기화면에서 설정을 터치한다.
2. 원하는 요금 정책을 설정한 후 ‘요금 수정’을 누른다.
3. 할인 추가 : 할인 이름과 할인율을 입력한 후 ‘추가’버튼으로 추가한다.

(ex. 평일 할인, 25% 입력 후 ‘추가’ 터치)
4. 요금 정산 시, 오른쪽 화면처럼 결제 창에 수정한 설정대로 결제되며 ‘할인’을 터치하면 할인율을 선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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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설명

2. 등록차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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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화면의 ‘설정’ → 위의 메뉴에서 ‘등록차량관리’를 터치한다.
2. 정기권을 결제한 차량이나 본인의 차량 등 앱으로 결제하지 않는 차량을 등록한다.
3. 등록 방법 : 우측 하단의 ‘차량등록’을 터치하면 오른쪽 화면처럼 창이 나타나며, 차량 번호와 이름을

입력한 후 ‘등록’버튼으로 등록한다.
4. 요금 정산 시, 등록 차량은 [등록 차량입니다.] 문구가 나오며 결제 창이 나타나지 않는다.



메뉴 설명

3. 사용자, 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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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화면에 나타나는 주차장 이름을 설정한다.
2. 남은 자리, 전체 자리를 입력하면 초기화면에서 입차, 출차 시 자동으로 잔여 자리가 출력된다.
3. 카드결제 기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만 설정하며, 페이앱에 가입된 회원 정보에 따라 선택하여

설정한 후 ‘사용안함’버튼을 터치하여 ‘사용’버튼으로 활성화한다. → [결제 방법] 페이지 참고
4. 주차장 위치는 ‘찾기’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설정된다.
5. 프린터 메뉴 : [프린터 사용자 설명서] 참고

(홈페이지에서 매뉴얼 다운로드 하단에서 [프린터 사용자 설명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메뉴 설명

4. 입출차 현황, 수입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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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출차 내역을 기간별로 조회할 수 있다.
2. 입출차 내역을 차량번호로 검색해서 조회할 수 있다.
3.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입차 후 출차하지 않은 차량)을 조회할 수 있다.
4. 결제 창에서 결제하지 못한 차량은 ‘정산대기’를 터치하여 결제한다.
5. 수입집계를 기간별로 조회할 수 있다.



결제 방법

결제 선택에 따른 결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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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앱’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해야 카드결제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결제 창에서 ‘결제’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창으로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2. 신용/체크카드 결제 : 버튼 터치 후, 결제 화면에서 카드를 앱의 지시에 맞게 촬영하여 결제한다.
3. 교통카드 NFC 결제 : 버튼 터치 후, 결제 화면에서 결제할 카드를 핸드폰 뒷면에 접촉하여 결제한다.
4. 현금 결제 : 버튼을 터치하면 결제 완료로 처리된다.



부가 서비스

블루투스 프린터, 웹 사이트

ㆍ앱과 연동하여 사용하는 프린터
(G마켓에서 ‘주차요금정산기 프린터’ 검색)

ㆍ주차권, 영수증, 확인증, 수입집계 출력 가능
ㆍ핸드폰 블루투스로 연결하며, 충전식 프린터로

무선 사용 가능

1. 무선 영수증 프린터 (176,000원)

ㆍ컴퓨터로 편리하게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이트
무료로 지원

ㆍ앱과 동일한 아이디로 로그인 시 자동 동기화
ㆍ엑셀로 변환하여 다운로드 가능
ㆍ출입현황이나 요금집계 A4로 출력 가능

2. 무료 웹 지원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