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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승차권구매바로가기(스마트폰에서만실행가능)

1.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학생 편의 증대를 위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승차권 도입

2. 이용금액은 본인이 필요할 때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결제하여 이용

3. 등하교권(통합) 승차권 구매가 가능하며, 여러 일자의 승차권 미리 구매 가능

4. 30일권 구독형상품의 경우, 하루 한장 사용가능하며, 하루 두 번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승차권을 추가로 구매해야한다.

5. 사용하지 않은 승차권은 구매 후 7일전까지 100% 환불 가능

6. 기사님이 확인 하에 사용하기 버튼 누르기

7. 한번 사용한 승차권은 다시 사용 불가

8. 모바일 승차권 구매 가능 일자 : 2022년 2월 26-27일부터 가능 예정(시스템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정확한 구매 가능 시간과 승차권 구매 URL은 25 일에 개별문자로 안내 예정

9. 모바일 승차권 이용을 위한 사전 준비

가. PAYCO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가입

나. 화면 하단 오른쪽의 더보기 → 설정에서 결제 수단 등록

다. 25일에 구매 URL을 안내받으면 접속하여 승차권 구매

10. 승차권 요금
• 1회 이용 : 3,300원 (현금 지불시 : 3,500원)
• 30회 구독형 : 3,000원/회당(1회 이상 사용시 환불 불가, 60일 제한, 3월7일부터 구매 가능)

모바일 승차권 이용 안내

https://www.payco.com/app/gftshop/brand.nhn?b=in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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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에서구매하고! 모바일로보관하고! 버스에서확인후바로 타기!

통학버스승차권

•앱에서 구매후 모바일로보관, 승차 시 확인 후 버스 타기!

장소 상관없이 언제든 쉽게 구매 잃어버릴 걱정없이 모아서 보관 필요할 때 바로 꺼내서 사용

인하대/인하공전

APP 설치
[안드로이드/아이폰]

1

2

3

인하대/인하공전

인하대/인하공전

인하대/인하공전

2022 NHN PAYCO

일산(07:50)

일산(07:50)

일산-학교

3,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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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인증하기 [승차권] 선택

승차권 구매하기 (https://www.payco.com/app/gftshop/brand.nhn?b=inha)

• QR 또는 페이코앱에서학교 인증 후, 캠퍼스 메뉴에서승차권을구매합니다.

결제하기
인증용 QR 스캔 또는 페이코 앱 > 라이프> 캠퍼스 메뉴 때와 시간 상관없이 언제나 구매 가능~ 신용카드, PAYCO 포인트 결제

‘최초 1회＇만진행하면됩니다.

노선선택
탑승 희망 노선 선택

인하대/인하공전
인하대/인하공전

차의과학대학교인하대/인하공전

2022 NHN PAYCO

[등교] 일산A(07:50)

[하교] 일산A

[하교] 강남

[등교] 강남(07:50)

3300원

3300원

3300원

3300원

3,300

https://www.payco.com/app/gftshop/brand.nhn?b=in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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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선택 [교환권사용하기] 선택 교환권확인

승차권 사용하기

•승차권은차량 탑승 전 기사님께보여주세요!! 기사님이 사용완료를 확인 합니다.

사용완료
페이코 앱 > 받은 쿠폰 > 사용 가능 쿠폰교환권 버스 탑승 시 사용 승차권 선택 기사님꼐 교환권 사용 완료 화면 확인 60분 후 교환권 사용 완료 (이후 사용 불가)

앱내에는승차권이교환권으로표시됩니다.

움직이는이미지사용으로부정사용방지

00대학교

인하대/인하공전

인하대/인하공전

2022.03.02 ~ 2022.05.01

2022 NHN PAYCO

[등교] 일산(07:50)

[하교] 일산(16:50)

[등교] 일산(07:50)

일산 3,300원

3,300원

인하대/인하공전
[등교] 일산(07:50)

2022.3.2 (수) 07:51:32

[등교] 일산(07:50)

학생은 사용권을 보여주고 !
기사님은 버튼을누르고 !

중요!

인하대/인하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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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하기’ 들어가기

미사용 승차권 취소하기

•미사용 승차권중, 구매 후 일주일 전까지 구매취소가 가능합니다!

페이코 앱 > 라이프 > 선물하기(스크롤 중간)

1

2

‘MY’ 들어가기
선물하기 > MY(왼쪽 상단)

구매내역 > 주문취소
MY > 구매내역 >주문취소

승차권 ‘주문취소'
주문취소 > 승인

2

1

2
1

인하대/인하공전

차의과학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인하대/인하공전
[하교] 일산

인하대/인하공전

인하대/인하공전

인하대/인하공전

[하교] 일산

3300원

3

[하교] 일산

03.02 (수)

2022 NHN PAYCO

[하교] 일산

[하교] 일산

3300원

2022.3.1 17.06.55

2022.3.1 17.06.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