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 및 가입방법

1 앱 다운받기

구글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해피파킹-스마트 방문차량 예약서비스”

2 회원 등록 등록된 차량(번호)만 가입 가능합니다. 
등록여부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 차량등록 정보 
    - 건물 검색 : 건물 검색에서 차량이 등록된 건물(아파트명) 선택 
    - 차량 번호 : 등록된 차량을 빈칸없이 입력  예) 서울1가2345 
    - 조회 : 입력한 차량번호 확인 

• 사용자 정보 
    - 이메일 : 유효한 이메일 (중복 메일주소 불가, 비번 분실시 필요) 
     - 비밀번호 : 숫자 또는 영문+숫자 등 조합으로 8자리 이상 
    - 사용자 이름 : 앱 사용자 이름을 입력

회원등록시 입력한 이메일

비밀번호

입주민을 위한 차량관리 앱 

해피파킹 매뉴얼
물어보세요!

카카오톡 채널검색 친구추가

해피파킹

방문자에게 미리 동/호수/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방문자가 키오스크에서   
번호 입력 후 입차할 수 있습니다. 
(ex. “101동 123호 비밀번호 1234”)

방문 키오스크가 설치된 아파트는

☞ 초기 비밀번호는 등록차량 뒷번호 4자리입니다



예약방문 차량등록

1 차량번호 입력 (빈칸없이) 
예) 서울9가2580

2 예약일 지정 
예약시작일 - 예약종료일

3 신상정보 입력  
방문자 이름/방문목적/전화번호

4 등록 완료

방문등록 이력

수정 및 삭제  
등록한 차량의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삭제 할 수 있습니다. 

•등록차량/경고차량 
•사용시간을 초과했을 때

•방문 예정차량이 이미 입차 
완료됐을 때

예약등록 안되는 경우

수정/삭제 안되는 경우



차량 출입 이력

방문차량 상세정보 알림 설정

차량출입이력

차량출입정보 차량출입정보

입/출차이력 확인  
• 입주민 차량 
• 예약 방문차량 
• 키오스크 세대방문 차량

해당 항목 터치 후 확인 
(아래 ‘방문차량 상세정보’ 참조)

차량 상세정보를 보려면

•차량 사진 
    - 입차 사진 
    - 출차 사진 

•차량+운전자 사진 
- 방문 키오스크 이용 차량

차량정보 운전자정보

화면을 옆으로 슬라이딩하며  
방문차량 및 운전자 확인

원하는 항목만 선택하여 
알림 설정 가능

방문등록차량

123가4567

123나4567

123다4567

123라4567

QR코드를 찍으면 
유튜브로 볼 수 있어요



사용자 정보 
  사용자 이름/건물명/주소(동,호수)

예약방문 차량등록 
  방문예약차량의 정보(차량번호/방문일시/방문자정보)를 등록

방문등록 이력 
  방문예약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목록을 확인

차량출입 이력 
  방문차량 입차정보로서 차량과 운전자 사진 확인 가능

개인설정 
  등록된 개인정보를 확인, 앱/키오스크 비밀번호 변경 가능

알림 설정 
  세대 등록 차량 및 방문 차량 입차시 알림 서비스

해피파킹의 메뉴/기능을 한 눈에!

    고객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리사무소를 통해 차량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여부는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세요. 

    고객등록은 차량 1대당 1개의 ID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세대는 대수만큼 ID를 각각 발급받을 수 있지만, 예약 가능일수는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ex. 2대의 차량을 각 3일씩 등록한 경우 총 6일 사용으로 계산) 

    세대 당 예약 방문차량의 방문예약 사용시간은 1개월에 10일로 제한합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 결정에 따라 제한일은 변경될 수 있음) 

    1회 방문 예약등록 가능기간은 최대 3일입니다. 삭제 차량 또는 경고 차량으로 등록되어  
    출입이 제한된 차량은 예약등록 할 수 없습니다.  

    예약 등록한 정보 수정은 해당 차량이 입차하기 전에만 가능합니다.  

    관리사무소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세대 동호수를 도용하여 빈번하게 출입한 차량을  
    부정차량으로 신고하면 경고차량으로 자동등록되어 차량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앱 사용시 유의해주세요

해피파킹 | (주)비엔인더스트리 bnid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