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품 규격 √ 사용 불편 및 고장 접수

√ SIM카드 발급 신청

상태 음성 안내 기능설명

처리실패

(카드오삽입)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카드 오삽입으로

통행요금 처리에 실패한 경우 입니다.

처리실패

(카드오류)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카드 오류로

통행 요금 처리에 실패한 경우 입니다.

통신 불안정
딩딩~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영업소에 문의하세요.

단말기의 장착위치 또는 기타 문제로

기지국과 통신이 불안정 경우 입니다.

처리실패
딩딩~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영업소에 문의하세요.

통신오류 및 기타 문제로 실패한

경우 입니다.

√문제 해결

상태 음성 안내 기능설명

요금소 통과 시
요금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1. 단말기의 안테나 마크가 전면
유리창을 향하도록 설치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하이패스 단말기가 전면, 대쉬보드

중앙에서 좌우 20Cm내에 설치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하이패스 단말기 상단에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치한 후에도 이상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하이패스 단말기에
음성이 나오지 않고

LED도 꺼져 있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와 시거 케이블이
차량 시거 소켓에 정상적으로

연결되었는지 확인 해주십시요.

조치 후에도 이상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카드 오류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1. 카드가 정상적으로 삽입되어 있는지
카드 칩 방향을 확인해 주십시요.

2.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사용이 가능한
카드인지 확인해 주십시요.

카드발급 영업소 또는
판매점에 문의 바랍니다.

•제품사용 중 고장으로 인한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서비스 센터 방문 전에
연락해 주십시오.
콜 센터 전화 번호: [전국] 1588-0529
홈페이지:  Http://www.g-pass.co.kr

상담시간안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제외] ▶평일: 09:00 ~ 18:00
※본 제품은 국내[대한민국]용입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제품 보증서

√하이패스 차로 이용 시 상태 확인

상태 음성 안내 기능설명

정상처리

▶개방식, 폐쇄식 출구

딩동~ 요금 000원이 지불되었습니다.

▶폐쇄식 입구

딩동~ 정상 처리 되었습니다.

통행요금의 정상처리 결과를

음성 안내합니다.

면제 딩동~ 요금이 면제 되었습니다.
면제 또는 연계면제와 같이 통행요금이

정상적으로 면제처리 된 경우입니다.

처리실패
(카드미삽입)

띵띵~ 요금이 지불되지 못 했습니다.

띵띵~ 심카드가 없습니다. 

심카드를 넣어주세요.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카드 미삽입으로

통행요금 처리에 실패한 경우 입니다.

⇒

※ 미등록 단말기는 통신이 되지 않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등록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카
AP700

드 행복단말기

사용자 설명서

• 하이패스 이용을 위하여 반드시 SIM카드를 발급받아 사용바랍니다.

• 하나카드 SIM카드 발급 신청

  SIM카드 고객센터 : 070-4226-0529

  상담시간안내 [주말 및 공휴일 휴무] ▶평일 : 09:00 ~ 18:00

제품 보증서
저희 (주)에어포인트에서는 소비자의 피해 보상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합니다.
서비스 요청시 (주)에어포인트 또는 지정된 협력사에서 서비스를 합니다.
보상여부 및 내용통보는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피해보상은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결해 드립니다.

1. 제품 구입하신 날로부터 품질 보증 기간 1년 이내에 정상적으로 사용
   하신 상태에서 고장이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수리해 드립니다.

보증내용

상담안내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

2. 다음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술료와 부품비를 실비로 받습니다.

(주)에어포인트 제품 구입시 구입방법, 제품가격, 제품안내 등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A/S대리점에 의뢰하여도 신속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기타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본 제품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은 소비자보호원 고시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릅니다.

고객 상담실 연락처

※ 고객센터 : 1588-0529
   A/S센터 : TEL 031-405-5090 /FAX 031-405-6010
                  425-08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87-3 1층 내비서비스
  제 조 원 : (주)에어포인트 www.g-pass.co.kr

(주)에어포인트

!

본 단말기는 IR-Wake-Up 및 RF통신 과금방식을 채택한
IR/RF혼용방식입니다. 일부 특수코팅 차량에 대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도로공사 홈페이지 www.ex.co.kr에서
장착불가 차량을 확인하시어 이용에 차질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      소

주      소

구입일 (               년         월         일)로부터  1년

제 품 명 모 델 명

전화번호

전화번호

제조번호

상      호

대리점

고   객

보   증
기   간

고객의 추급부주의로 인한 고장 발생시

천재지변(화재,지진,수해,낙뢰 등)으로 인한 고장 발생시

사용전원의 이상으로 인한 고장 발생시

접속기기의 불량으로 인한 고장 발생시

서비스 지정점의 수리기사가 아닌 자가 제품을 수리, 재고하여
고장 발생시

제품보증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구 분 규 격

소비 전력 2.5W 이하

무게 30g

크기 54(W)mm x 54(H)mm x 11(T)mm

입력 전원 DC +12V ~ +24V

동작 주파수 5800MHz, 5810MHz

동작 온도 -30℃ ~ +80℃

Fuse 용량 250V, 3A

띵띵~ 요금이 지불되지 못했습니다.

띵띵~ 심카드에 오류가 있습니다.

심카드를 다시 넣어주세요.

띵띵~ 요금이 지불되지 못했습니다.

띵띵~ 심카드에 오류가 있습니다.

심카드를 확인하세요.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단말기 설치위치는 차량 내부의 전면 유리창 중앙부에 안테나

마크가 바깥쪽을 향하도록 설치하여 주십시오.
단말기 설치위치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 통신장애가 발생되어
요금이 정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안전운행 및 통신 안정성을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해 주십시오.

(하이패스 통과 시 제한속도 30Km/h).
• 하이패스 구간 이용 시 하이패스 카드를 뽑지 마십시오.
하이패스 요금이 처리되지 않아 미정산 금액이 부과됩니다.
• 운전 중에는 단말기를 조작하지 마십시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단말기 위에 물건을 올려 놓거나 덮지 마십시오.
통신 장애가 발생되어 요금이 정산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미등록 단말기는 통신이 되지 않습니다. 등록 후 사용하십시오.

• 제품을 청소할 때에는 시거잭 케이블을 빼고 부드러운

마른 수건으로 가볍게 닦아주세요.
휘발성 물질 벤젠, 신나, 알코올 등은 사용하지 마세요.
화재 위험이나 변형, 변색이 될 수 있습니다.
• 차량 변경 시 도로공사 영업소나 판매점(취급점)에 문의 하십시오.
임의 이전 설치 시 유료도로법에 의해 부가 통행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단말기의 카드 삽입구에 이물질을 넣지 마십시오.
단말기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제품을 떨어트리거나 강한 충격을 주지 마세요.
변형, 오동작 또는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본 심카드 타입 단말기는 터치패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USB전원은 요금 정산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시거잭 또는 퓨즈박스 전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설치

• 음량 버튼: 짧게 누름(1초 미만)
▶음량 조절(5단계) : 

“일,이,삼,사,오”, 음량 증가
오 단계 이후 일 단계로 돌아감

• 음량 버튼: 매우길게 누름(5초 이상) 

▶ USB 자가발급 설정모드 진입(아래 안내멘트 출력)
▶ 단말기는 “USB 자가발급 설정 모드로 설정되었습니다.”  

안내음성을 출력 하며, 이후 USB를 이용한 자가발급 가능

• 메뉴 버튼 : 짧게 누름(1초 미만)

▶ 카드안내기능, 최근거래요금알림

▶ 단말기 정보 안내 시,  다음 정보 안내
• 메뉴 버튼 : 길게 누름(3초 이상) 

▶ 단말기정보안내(제조번호, 발급번호 등)

√하이패스 카드 사용 방법

1. SIM 카드의 전자 칩이 하이패스 단말기의
후면을 향하도록 합니다.

2. SIM 카드를 단말기의 카드 삽입구에 밀어 넣습니다.
3. SIM 카드를 카드 삽입구의 끝까지 밀어 넣습니다.

정상적으로 삽입되면 음성으로 잔액을 안내합니다.

카드가 정상으로 삽입되지 않으면 통행 요금이 처리 되지 못하니
카드 삽입 후 음성으로 잔액 안내를 확인 해 주십시오.!

√ 하이패스 단말기및 카드 상태 확인

상태 음성 안내 기능설명

불량 카드
삽입

(카드 오류)

딩딩~ 카드에 오류가 있습니다. 
카드를 확인해 주세요.

단말기는 정상 동작하지만 카드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입니다.

후불카드 딩동~ 후불카드 입니다.
단말기가 정상 동작하며, 카드가 후불카드로
인식된 경우입니다.

√버튼 사용 방법

• 제품 설치 시 반드시 안테나 마크(     )가 전면 바깥쪽을
향하도록 전면 유리창 중앙부에 설치하여 주십시오.

전면 유리창 중앙 하단설치 전면 유리창 중앙 상단설치

※ 전면 유리창 중앙부 이외에 설치하시면 통신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면 유리창에 메탈코팅이 된 차량에서는 통신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시거잭 케이블

사용자 설명서

하이패스 단말기 유리창용 거치대

(사용자등록용USB케이블
(별매품)

)휴즈박스 케이블
(별매품)

√제품 구성

⇒

⇒

볼륨버튼

SIM카드 삽입부

시거잭
전원단자

USB입력단자
(등록용)

스피커홀메뉴버튼 LED

√제품 명칭

상태 음성 안내 기능 설명

전원ON

미등록

카드

미삽입

(카드탈거)

카드

오삽입

딩동~ 안전 운전하세요.

안전띠는 생명벨트 입니다.

띵띵~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 입니다.

등록 후 사용하세요.

띵띵~ 통신이 제한됩니다.

딩딩~ 심카드가 없습니다.

심카드를 넣어 주세요.

딩딩~ 심카드에 오류가 있습니다.

심카드를 다시 넣어주세요.

전원 ON 후 초기 음성 안내입니다.

제조번호

오류

띵띵~ 제조번호가 없습니다.

판매점에 문의하세요.

제조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 입니다.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등록/발행되지 않은 단말기 입니다. 판매점(구입처)

에서 단말기를 발행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카드

삽입
딩동~ 후불카드 입니다

단말기가 정상 동작하며, 카드가 정상적으로

삽입된 경우 입니다.

전원ON 시, 카드가 삽입되지 않은 경우 입니다.

또는 카드를 탈거한 경우입니다.

카드가 올바르게 삽입되어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