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 주·정차단속알림 

휘슬 사용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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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슬 App을 다운로드&설치 후 

실행합니다.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NICE 휴대폰 인증)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과태료 납부를 위해 010Pay 서비스에 

동시에 가입합니다. 

앱 로그인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2회 입력) 

무료 회원가입 완료! 

1. 앱 실행 

NICE 
본인확인 

진행 

2. 본인확인 3. 약관 동의 4. 비밀번호 설정 5. 회원가입 완료 

휘슬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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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슬 메인 화면에서, 

자동차 추가하기를 선택합니다. 

등록을 원하는 자동차의 

차량번호를 모두 입력합니다. 

*법인 차량일 경우, 

법인 차량 등록을 선택합니다. 

차량정보 조회를 시작합니다. 

정보를 조회하는 동안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에 대해 

확인해 주세요. 

소유자가 아닐 경우, 

소유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이 완료되기 전까지 휘슬을 

체험해 보세요. 

연락처를 선택하여 승인 요청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승인 요청은 24시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등록/승인이 완료되면, 

메인 화면에 자동차 정보가 노출

됩니다. 

1. 앱 메인(미등록) 2. 차량번호 입력 3. 차량정보 조회 6. 앱 메인(소유자) 

6. 앱 메인(이용자) 5. 요청 연락처 선택 4. 비소유자안내 

3 자동차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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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메인에서 

확인하려는 차량의 

‘주정차 단속알림‘을 선택합니다. 

주정차 단속알림 확인과 

알림 및 사용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 차량 이용자 관리‘ 메뉴는 본인 차량

일 경우만 노출 

주정차 단속 상세 내역이 노출됩니다. 

*본인 차량 아닐 경우 진입 불가 

지역별 알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모든 단속 안내를 받지 

않습니다. 

내 차량 이용자를 관리합니다. 

- 신규 등록 승인 및 

- 기존 이용자 등록 취소하기 

- SMS 공유하기 

1. 앱 메인 2. 주정차 단속알림 2-1. 단속알림 내역 2-3. 내 차량 이용자 관리 

체험일 경우 진입 불가 

주정차 단속알림 확인하기 

알림 수신 2-2. 지역별 알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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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앱 메인 2. 위반 내역 

위반 내역 확인하기 

3. 조회 동의 5. 내역 확인 

1 2 3 4 5 

앱 메인에서 

확인하려는 차량의 

‘위반·과태료 내역‘ 을 선택합니다. 

위반·미납 내역 탭에서 

위반내역 조회를 선택합니다. 

내역 조회에 대한 약관에 

동의합니다. 

*조회 시 매번 동의 필요 

주정차 위반 및 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건수가 노출됩니다. 

위반 내역에서 

각 위반 항목에 대한 

위반 일시, 차량번호, 지역, 비용 등

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4. 조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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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앱 메인 2. 미납 내역 

미납 교통 과태료 확인하기 

3. 조회 동의 5. 미납 내역 4. 조회 결과 

1 2 3 4 5 

앱 메인에서 

확인하려는 차량의 

‘위반·과태료 내역‘ 을 선택합니다. 

위반·미납 내역 탭에서 

미납내역 조회를 선택합니다. 

내역 조회에 대한 약관에 

동의합니다. 

*조회 시 매번 동의 필요 

미납된 교통 과태료에 대한 

건수 및 총 금액이 노출됩니다. 

미납 내역에서 

각 위반 항목에 대한 

위반 일시, 차량번호, 지역, 비용 등

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