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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링크 소개
ABOUT PLUGLINK

이제부터 플링하세요!

 2022년부터 전기차 충전기 설치 법적 의무화
 플러그링크는 자체자금으로 완속 충전기 무료 보급
 플러그링크 통해 의무설치비율 충족

설치 및 운영비 무료

 충전 시작과 결제 단계를 최소화
 실시간 충전 상태 확인
 월평균 및 상세 충전내역 정보 제공

편리한 기능의 App

 Load Balancing 기술을 이용해 설비 용량 부담 최소화
 효율적인 전력 배분을 통하여 동시 충전 가능
 15kW 전력망에 최대 5개 설치 가능

스마트 기술 적용 충전기

1. 서비스 소개



App Process
Pluglink

App 다운로드 전기차 충전
2nd
회원등록

3rd
자동결제
4th1st

PLUGLINK App 다운로드 App 기반의 편리한 충전

1. 서비스 소개

회원가입 및 기본 정보 등록
휴대전화 인증으로 회원가입 후
아파트 정보와 결제카드 등록

결제 과정 없이
충전 완료 시 자동결제 가능

앱스토어에서 '플러그링크'
검색해서 App 다운 가능

충전 과정과 결제 단계
최소화로 간편한 충전 서비스

간편한 자동결제 시스템



App 다운로드

방법 2.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플러그링크'를

검색하여 App을 다운로드

방법 1. 플러그링크의 QR 코드를 인식하면 뜨는 링크를 통해서

App을 다운로드

❶

❷

2. App 시작하기



회원 등록 절차

회원 본인인증 약관동의 주소등록 결제카드 등록

2. App 시작하기



MAIN SCREEN

충전 시작 방법

1. '충전하기' 화면에서 QR 코드 인식

2. '충전하기' 화면에서 충전기 선택

충전기 상태 확인

'충전하기' 화면 하단에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기 상태, 위치, ID에 대한 정보 확인 가능

3. App 사용하기



편리한 충전
충전 중 정보 확인

√ 충전 시작 후 현재 진행중인 충전 상태 확인 가능

√ 진행시간과 충전량 확인 가능

√ '충전 완료하기' 버튼 통해 상시 충전 종료 가능

3. App 사용하기



전기차 충전기 LED 색상

3. App 사용하기



√ 상단은 월 요약 정보,  월평균 정보 확인 가능

√ 하단 '이용내역' 화면 통해

월 결제금액, 충전량, 탄소저감량 확인 가능

이용내역 확인

√ 충전 완료되면

등록되어 있는 카드로 자동결제

√ 결제 정보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미결제 내역 있을 시 충전 진행 X

결제 방법

3. App 사용하기



4. App 부가기능

더보기
회원 정보 | 결제카드 | 공지사항 | 문의하기 | FAQ | 이용약관

04

05

06

문의하기 Contact
카카오톡 '플러그링크' 채널로 연결
상담직원과 상담 가능

충전 방법, 아파트 변경, 결제카드 변경 등
소비자가 자주 묻는 질문 모음

자주하는 질문 FAQ

서비스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지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사업자 정보

이용약관 Terms of Conditions

회원 정보 Profile
휴대폰 번호 변경 가능
아파트 주소 변경 가능

02 결제 카드 관리 Card Management
등록된 카드 편집 가능
결제카드 추가 등록 가능

03 공지사항 Notice
주요 기능 사용방법 안내
서비스 주요 특징 안내
이벤트 안내

01

4. App 부가기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