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주차관제시스템 아이박스(EYEVACS™)

모바일 앱 사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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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다운로드 방법

핸드폰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
App Store(IOS)에 들어갑니다.
Play 스토어 App Store
아이박스 2.0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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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 App Store(IOS)에서
한글로 ‘아이박스2.0’을 검색합니다.

‘설치’ 버튼을 누르고, 아이박스 앱을 클릭해주세요.

초기 로그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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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기 화면에서 회원가입 버튼을 누릅니다.
② 이용약관동의에 모두 체크를 하신 후 ③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④ 회원정보를 입력해주세요. ID/비번 설정, 장소, 동·호수 입력, 전화번호 입력 등은 필수입니다.
⑤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시고 ‘인증요청’을 눌러주세요. 인증번호가 오면 인증번호를 입력해주세요.
⑥ 마지막으로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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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가입 시, 아파트 동·호수, 이름, 핸드폰번호가 관리사무소에 신고했던 정보와 일치할 경우
회원가입 승인이 자동으로 완료됩니다(세 개의 정보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승인이 대기됩니다).
입주민 정보가 관리사무소에 미리 등록되지 않았거나 일치하지 않는 입주민은 승인대기 처리가 됩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대면 확인 후 승인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신분증 지참).

앱 사용 방법
주요 기능 6가지 안내
방문예약

손님이 오기로 했나요? 방문예약을 통해 방문객의 정보를
미리 입력하세요.

차량출입

우리집의 동·호수를 누르고 들어온 차량 정보를 알고 싶나요?
차량출입 버튼을 누르면 방문한 차량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귀댁의 방문객이 아니라면 ‘거절’ 버튼을 눌러 차단을 해주세요.
블랙리스트 차량이 되어 입출차가 제한됩니다.
(미리 예약하지 않은 방문객차량만 승인/거절 버튼을 누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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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알림

경비원이나 관리직원이 당신의 차량 문제를 발견할 경우
알림이 와요.

택배알림

경비원이나 관리직원이 당신의 택배를 받아 정보를 기입했을 경우
알림이 와요.

공지사항
건의사항

공지사항 : 아파트 공지사항이 생기면 여기서 확인가능해요.
(관리자가 등록)
건의사항 : 관리사무소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나요?
건의사항을 직접 등록해보세요(개인이 직접 등록).

기타 설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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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정보 변경

회원정보를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메인 화면 상단
왼쪽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① 회원정보 이미지를 누르면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대표 세대주의 앱에서는 세대원 관리가 가능합니다.
가족이 차량을 함께 쓰는 경우 각각의 핸드폰에 앱을 설치하고,
대표 세대주가 ‘세대원 관리’에서 승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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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설정 변경

앱의 설정을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를 눌러주세요.
테마 및 알림 설정을 선택할 수 있어요.
Push 수신을 “예”로 설정해야 방문차량 입차 시
알림이 와요. Push 수신은 바꾸지 않기를 추천 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