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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주차 솔루션 아이파킹은
주차장과 온라인을 연결하여 주차장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차의 모든 것,
아이파킹을 통해 시작하세요.

주차의 모든것,
아이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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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주차장 통합 관리 주차장 매출 통계 확인
- 입출입 관리, 웹캠을 통한 현장관리, 

차단기 원격 개폐 가능 
- 상시 주차장 관리 가능

- 시간별 주차장 운영 현황 및 방문 고객 패턴 파악
- 주변 주차장과의 비교를 통한 매출 규모 파악

사업자용 앱

앱 다운 QR코드

앱 스토어 / 구글플레이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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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APP
사용자 매뉴얼
아이파킹 CEO 앱 가이드
1. CEO  앱 로그인 

로그인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CEO 앱을 실행하여 아이파킹에서 발급받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 앱 버전 : 애플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아이파킹 CEO’ 다운로드 및 설치
* 웹 버전 : http://iparking.co.kr/mobile/arf/b2ccore/loginout/loginFormMug.do 접속 후 이용
* 웹 버전은 크롬 및 익스플로러(10버전 이상)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i PARKING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통해 확인하세요.
※ CEO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주차장 사업자 등록되어야 됩니다. 
     관련문의는 아이파킹 고객센터 1588-5783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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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화면

각 메뉴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 메인(처음)화면에 대해 구성과 각 기능의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파킹 서비스 CEO 사용자 매뉴얼
2. CEO 앱 메인 [첫]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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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앱 전체메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이파킹에서 
안내하는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명 및 주차장 선택에
 따른 하단메뉴를 통한 

주차장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메인(처음)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상단에서 선택한 주차장에
대해 각 메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주차장 
관리가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메인(첫)화면에서 하단의 아이콘을 통해 메뉴선택이 가능하지만 삼단 타이틀 영역을 통해서도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앱 이용 중에 다른 메뉴로 이동하고 싶을 때 메인으로 이동하지 않고 목록메뉴를 선택하여 원하는 
메뉴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아이파킹 서비스 CEO 사용자 매뉴얼
3. CEO 앱 목록 메뉴

목록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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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ARKING 에 가입한 자신의 
회원 정보 및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정관리

주차권 인증코드 확인

도움말

버전

알림설정

로그아웃

앱에서 제공하는 푸쉬 알림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접속된 계정이 로그아웃이
 되며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주차 상품 구매자의 
주차권을 입력하여 
사용 처리합니다.

앱 이용에 대한 도움말을
제공합니다.

현재 CEO 앱의 버전을
나타냅니다.



판매 상품관리 메뉴에서 i PARKING 온라인에 등록한 일일 주차 상품 또는 월 정기 주차상품의 판매 내역과 구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과 제휴된 스토어에서 할인 받은 금액을 확인할 때, 판매 상품 관리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량 별 스토어에서 할인 받은 금액과 할인 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판매 상품관리

아이파킹 서비스 CEO 사용자 매뉴얼
4. CEO 앱 판매 상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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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어 헐인

스토어 헐인시간권 리스트

조회 정보를 설정한 후 
GO버튼을 선택합니다.

스토어 할인을 선택하면 
제휴된 스토어에서 할인된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기간, 차량번호 검색에
 따른 스토어 할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 상품, 일일 상품, 
월 정기 상품 내역을 
선택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선택하면 해당
구매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있습니다.



사전할인

1. 할인 대상 차량을 입력 후, GO 버튼을
   선택하여 입력한 차량을 조회합니다.  
2. 조회된 차량의 번호와 입차 일시를 
   확인한 후 해당 목록을 선택합니다.

3. 주차장에 등록된 할인종류 중 해당
    차량에 적용할 할인키를 선택합니다.

※ 주차장에 입차한 차량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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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파킹 서비스 CEO 사용자 매뉴얼
5. CEO 앱 사전할인

CEO 앱을 통해 주차장에 입차된 차량을 검색하여 해당 차량에게 사전할인(출차 전 할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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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차 현황

아이파킹 서비스 CEO 사용자 매뉴얼
6. CEO 앱 입출차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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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입출차 현황을 입차일, 출차일 또는 차량번호 별로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조회 정보를 설정한 후
GO 버튼을 선택합니다.

금액정보

입출차 리스트 

주차정보

차량정보

입출차 리스트 조회

주차장을 이용한 이력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주차요금을 
정산한 금액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선택하면 해당 
주차장 이용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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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일별/월별로 기간에 따라 매출 합계 금액 확인이 가능하며, 상세 매출내역은 PC 버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파킹 서비스 CEO 사용자 매뉴얼
7. CEO 앱 매출통계

매출통계

주차장 출구 기준으로 
조회기간을 선택합니다.

조회한 기간 동안의 매출 
통계 합계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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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과 제휴되어 있는 스토어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스토어에서 판매할 수 있는 할인 수량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휴 스토어 관리

아이파킹 서비스 CEO 사용자 매뉴얼
8. CEO 앱 제휴 스토어 관리

찾고자하는 스토어명을 
입력한 후 GO 버튼을 

선택하면 하단 목록에 
표시됩니다.

[ 스토어 정보 ] [ 할인권 관리 ]

스토어 리스트 

주차장과 제휴된 스토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선택하면 해당 스토어의 상세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이파킹 서비스 CEO 사용자 매뉴얼
8. CEO 앱 제휴 스토어 관리

제휴 스토어 관리 할인권 관리

1. 할인권 등록을 눌러 원하는
     할인권을 반영할수있습니다.  

2. 할인키 선택을 누르고 적용할 
    할인권을 선택합니다.

3. 할인권 종류를 확인하고 거래금액, 
    수량을 입력  후 등록합니다.

* 전체 스토어 일괄 등록 체크 시, 전체 
   스토어에 일괄 등록이 가능합니다.

[ 적용된 할인권 확인 ][ 할인권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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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에서 CEO 앱 메뉴별 이용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EO 앱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도움말 메뉴에서
이용방법을 확인하세요.

아이파킹 서비스 CEO 사용자 매뉴얼
9. CEO 앱 도움말

도움말

메뉴별 이용 방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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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관리

아이파킹 서비스 CEO 사용자 매뉴얼
10. CEO 앱 정산관리

일별/월별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 수수료와 지급액에 대한 정산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버전 상세보기를 
선택하면 PC버전에서 거래 

정산 내역을 상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검색한 기간의 지급 액
 합계 금액이 표시됩니다.

거래일/정산일 기준으로 
조회 기간을 설정한 후
 GO버튼을 선택합니다.

조회기간 검색에 따른 
정산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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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별/월별로 주차장을 이용하는(입차 후 출차한 기준) 차량대수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파킹 서비스 CEO 사용자 매뉴얼
11. CEO 앱 차량대수 통계

차량대수 통계

조회기간 검색에 따른 
총 합계 차량 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차한 장소(정산소)기준으로
조회기간을 설정한 후 
GO 버튼을 선택합니다.

※ 주차장에 입차한 차량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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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차량관리

아이파킹 서비스 CEO 사용자 매뉴얼
12. CEO 앱 무료차량관리

주차장에 등록되어 있는 무료 차량 및 등록 된 차량 별 상세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록한 차량은 설정한 기간 동안에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버튼으로 무료 차량을 추가 등록
1. 무료 이용 가능한 시작일 및 종료일 설정
2. 해당 차량 정보 입력
3. 해당 차량 고객의 이름과 연락 가능한 휴대 
     전화번호입력

등록된 무료 차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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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 또는 출구에 설치된 웹캠을 통해 실시간으로 고객의 상황을 확인하고 원격으로 차단기를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아이파킹 서비스 CEO 사용자 매뉴얼
13. CEO 앱 차단기 원격관리

차단기 원격관리

입구 또는 출구의 웹캠으로 
실시간 상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열기 또는 닫기 버튼을
선택하여 주차장의 차단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 버튼으로 무료 차량을 추가 등록
1. 무료 이용 가능한 시작일 및 종료일 설정
2. 해당 차량 정보 입력
3. 해당 차량 고객의 이름과 연락 가능한 휴대 
     전화번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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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정기권 사용현황

아이파킹 서비스 CEO 사용자 매뉴얼
14. CEO 앱 월 정기권 사용현황

온라인으로 주차장의 정기 주차 상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한 기간 동안의 정기권 
이용중인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할 차량번호를 
입력합니다.

정기 주차 상품의 전체 또는 
상품별 사용 차량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기 주차 상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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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지사
067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13, 507호
(서초동, 중앙로얄오피스텔)
 
강북 지사
0450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38, 607호
(중림동, 센트럴타워)

경기 일산 지사
1040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1동 818호
(장항동, 웨스턴타워)
T. 070-4416-7878  F. 031-903-0067

경기 성남 지사
1321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37, A동 208호
(상대원동, 쌍용IT트윈타워)
T. 031-600-3500  F. 031-600-3580

경기 인천 지사
22219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420, 209호 
(학익동, 학익월드타워)

경기 수원 지사
1622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4로 17, 419호
(이의동, 에이스광교타워1)
T. 031-216-9492   F. 031-216-9493 

대전 지사
34856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25, 1층
(희영빌딩)
T. 1588-5783

대구 지사
41250 대구광역시 동구동부로 22길82 4층
(신천동, 명문빌딩)
T. 053-754-2100  F. 053-754-2700

광주 지사
62279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826번길 69, 402호 
(쌍암동, 대원빌딩)
T. 070-4908-0930  F. 062-515-0932

부산 지사
4805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6로 21, 1105-1107호
(우동, 인텔리움센텀)

창원 지사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73번길 25, 지하1층
(상남동, 신우주차빌딩)
T. 055-275-8287  F. 055-275-8287

제주 지사
630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3길 5, 4층
(노형동)
T. 1588-5783

서울 본사
0727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길 19, 1층, 2층
T. 02-6328-6543   F. 02-6328-6544
www.iparking.co.kr

연구소
0727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길 19, 2층
T. 02-6328-6543   F. 02-6328-6544

제1공장
0727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5길 19, 6층 
(동아프라임밸리)
T. 02-6328-6543   F. 02-6328-6544

제2공장
0850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9, 1412호
(벽산디지털밸리 6차)
T. 02-3283-3030   F. 02-2138-3060

아이파킹 MAP

대전 지사

광주 지사

부산 지사

대구 지사

경기 일산 지사

서울 본사
강남 / 강북 지사

경기 인천 지사

경기 수원 지사

경기 성남 지사

창원 지사

제주 지사

아이파킹 서비스문의
1588-57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