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최대 35,000여개(201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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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진양빌딩 307호 Tel 02-707-3371 Fax 02-313-7365

Home www.wisemobile.co.kr
Facebook www.facebook.com/ParkingPark1224
※ 파킹박이 제휴주차장을 모집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mail parkingpark@wisemobi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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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포털앱, 파킹박!
국내최대 35,000여개
주차장DB
무료(조건부무료) 및
공영(민영) 주차장
정보제공 실시간 주차비
결제 및 주차예약, 주차대행
서비스 제공

와이즈모바일㈜

‘파킹박’이란?

‘파킹박’ 주차장 운영사업방식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주요도시에서 ‘주차문제’가 커다란 사회 문
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주차 앱 들이 개

▶ 특성을 반영한 마케팅 추진

발되고 있지만 기존 ‘주차장’ 정보관련 앱들은 단편적인 정보제공(위치, 운

구분

피크타임

활용가능시간

주차상품

가격

영시간, 주차요금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와이즈모바일의 무료주

오피스
중심 건물

주간(오전/오후)

18:00~24;00(6:00)

야간 및 심야권

-

상가
(음식점 및 술집)

오후/저녁(22:00)

22:00~익일 12:00

심야 및 오전권

-

대리 및
세차 연계

저녁부터 자정

9:00~18:00

오전, 오후 1일권

-

대리 및
세차 연계

청계천, 테헤란로,
삼성동

8:00~22:00

오전, 오후 1일권

-

대리 및
세차 연계

차장 정보 제공 앱 ‘파킹박 (Parking Park)’은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한 똑똑
한 주차정보 앱으로서 많은 이용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파킹박’에 대해 알아보기 전국 공영/민영/조건부무료/무료주차장 정보제공
▶ 내 주변 (무료/유료) 주차장 검색

▶ 즐겨찾기 기능 제공

▶ 지역별 주차장 검색

▶ 커뮤니티(주차정보공유 메뉴)

▶ 일반정보 : 주소, 유형, 주차면수, 위치(위경도)

▶ 실시간 주차요금 결제 및 주차예약 결제시스템

▶ 전체운영시간, 무료운영시간, 유료운영시간

▶ 국내 모든 프랜차이즈업체(할인점, 커피전문점,

▶ 주차시간 (만료)알람서비스

역세권 및
유흥가 부근
주말에
휴무인 건물

비고

음식 및 외식업체 브랜드, 백화점 등)

1. ‘파킹박’ 주차장 운영 제휴사업

▶ 주차위치 안내
12가 3456
차량입차

번호인식

▶ 지역 및 위치특성을 반영한 주차장 마케팅
차단기 열림

주차

•만차율이 높은 시간대를 배제한 ‘다양한 상품
(오전권, 오후권, 야간권, 심야권, 1일권 등)
구성’을 통해서, 효과적인 홍보 및 할인율 적용

12가 3456

앱결제
차량출차

차단기 열림

번호인식

▶ 향후 ‘발렛파킹’ 및 ‘주차대행 주차장’과도

요금정산 현금/카드

제휴를 통한 ‘패키지 상품구성’

‘파킹박’ 이렇게 활용하세요
(12월 35,000개 예정)

전국 23,000개 주차장

내가 원하는 주차장 찾기

조건부 무료 주차장

주차 알람

다양한 주차장 정보를 소개합니다
더 이상 헤미지 마세요!

필터기능으로 무료, 주말 무료 등
내가 원하는 주차장 찾기 가능

커피를 마시면 주차가 무료!
알면 돈 버는 조건부 무료 주차장 소개

주차 시간이 초과되지 않게
앱 안에서 알람을 설정해보세요!

2. ‘파킹박’ 실시간주차비 결제 및 주차예약권 판매
▶ 개별주차장의 ‘주차(야간, 심야, 주말 등) 할인
예약권’을 구매 후, 편리한 이용이 가능!
•주차장 위치로 인해서, 만차율이 떨어지는 주차장 또는
시간대 분석을 통해서, 비어있는 시간대를 활용해서 저

만차율

98%

렴하게 판매가능

34%
길안내(내비게이션 연동)

주차조건 검색(필터)

무료&공영주차장 안내

주차시간 만료 알람

〔시간대별 만차율 분석, 캘리포니아 마테오카운티 빅데이터 연구 보고 2014〕

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