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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기지역화폐App은 경기지역화폐 카드를 사용을 지원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경기지역화폐App
을 사용하여 카드를 충전하고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다운로드 및 설치
구글 Play스토어(안드로이드) 혹은 앱스토어(아이폰)에서 “경기지역화폐”를 입력하여 검색하세요.
검색 결과에서 경기지역화폐App을 선택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세요.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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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가입
경기지역화폐App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App에서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회원을 가입하면서 기본카드
신청과 계좌등록을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

3.1. 회원가입/로그인 선택

1. [회원가입 시작하기]를 선택해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2. 만약, App에서 이미 가입 했다면, [로그인하러 가기]를 선택해
로그인 하세요.

<회원가입/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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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회원가입

<본인인증>

<아이디 설정>

<보안비밀번호 설정>

1. 경기지역화폐App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시작하기]를 선택한 후 본인인증을 진행해주세
요. 반드시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 App 로그인 시 이용할 아이디(이메일)를 입력해주세요. 유효한 이메일을 입력하셔야 이메일로 발송하는 경기지역화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App에서 사용할 보안비밀번호 6자리를 설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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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카드 신청
내 생활지역의 카드를 신청하여 받거나, 이미 카드가 있는 경우 카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카드 등록/ 신청 선택>

<주요생활지역 선택>

<카드 신청 완료>

1. 경기지역화폐 카드를 새로 받으려면 [무료카드 신청하기]를 선택하세요.
2. 주로 소비활동을 하는 경기도 내 주요 생활지역을 선택하세요.
3. 마음에 드는 카드를 고르고 카드를 받을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카드는 선택한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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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계좌연결
카드를 충전하려면 내 계좌를 App에 연결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시 계좌연결 과정은 건너뛰고 나중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계좌연결하기 선택>

<은행, 계좌번호 입력>

<ARS 인증번호 확인>

1. [계좌연결하기]를 눌러 계좌 연결을 진행합니다.
2. 자주 사용하는 은행을 선택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하세요. 본인명의의 계좌번호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3. [인증하기]를 눌러 인증을 진행하세요.
4. 화면에 표시된 번호를 확인하고, [ARS전화 요청하기]를 누르세요. 전화가 걸려오면, 안내 음성을 잘 듣고 삐 소리 후 화면
에 표시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인증이 완료됩니다.
5. 인증이 되면 회원 가입을 완료하고 경기지역화폐App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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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면설정
4.1. 메인
경기지역화폐App은 메인홈과 지역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인홈>

<지역홈>

1. 카드 정보 영역에서 주카드의 사용가능 금액과 혜택정보, 이용내역을 확인하고 빠르게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2. 다른 등록할 카드가 있으면 [다른 카드 등록하기]를 눌러 진행하세요.
3. 이달에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해서 아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상단에서 지역명을 눌러 해당하는 지역의 소식을 볼 수 있는 지역홈(6)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5. 지역홈 설정을 통해 지역홈을 삭제하거나 다른 지역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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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내 지갑
메인홈 하단 중앙 [내 지갑]을 눌러 등록한 모든 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지갑>

<카드관리>

1. 카드를 좌우로 스와이프하여 다른 카드로 이동하면서 선택합니다.
2. 선택된(보고있는) 카드의 사용 가능 금액을 확인합니다. 사용 가능 금액을 위로 펼쳐 카드에 들어있는 잔액, 인센티브, 정
책발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선택된 카드 하단의 버튼을 눌러 혜택정보 및 이용내역을 확인하고 충전할 수 있습니다.
4. [카드관리]는 카드 이름을 변경하거나 카드를 삭제하는 편집 기능(5)입니다. 카드 삭제는 삭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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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5. 사용 준비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선 App에 계좌를 연결하고, 배송 받은 카드를 등록한 뒤 카드를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1.계좌연결
메인홈 우측 상단에 있는 전체메뉴에서 계좌정보 영역을 눌러 계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새로 계좌를
연결하거나 연결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합니다.

<내 계좌연결>

< ARS인증>

< 계좌연결 완료>

1. 경기지역화폐App에 가입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인증하기]를 선택합니다. 은행에서 편의로 제공하는 평생계좌
번호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화면에 표시된 번호를 확인하고, [ARS전화 요청하기]를 누르세요. 전화가 걸려오면, 안내 음성을 잘 듣고 삐 소리 후 화면에 표시
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인증이 완료됩니다.
3. ARS전화를 통해 정상 인증이 되면, 계좌연결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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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카드 등록
메인홈의 카드 등록하기를 선택해 배송 받은 카드 등록을 진행합니다. 카드 등록은 [내 지갑]의 좌측 상단 [카드 등록] 버튼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카드 등록(바코드 인식>

<카드 등록(직접 입력>

<카드 정보 확인>

1. 카드 뒷면의 바코드를 카메라로 인식하거나, 카드번호/유효기간/CVC 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카드 정보를 등록합니다. 안
드로이드의 경우, NFC 인식으로도 카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입력된 카드의 정보를 확인하고, 카드 등록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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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충전
[내 지갑]에 진입하여, 충전하고자 하는 카드의 하단에 있는 [충전]을 선택해 카드에 금액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충전>

<인센티브 지원 가능 금액>

<자동 충전>

1. 충전하고자 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충전은 최소 1만원부터 가능하며, 경기지역화폐App에 계좌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 충전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원 혜
택이 마감되거나, 소진된 경우 카드 잔액만 충전됩니다.
3. [지원 가능 금액 확인]을 선택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지원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충전 설정을 통해 지정한 기준 잔액 이하로 내려갈 때나 매달 지정한 일자에 자동으로 카드가 충전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동
충전도 직접 충전 시와 동일하게 인센티브 지원 혜택이 마감되거나, 소진된 경우 카드 잔액만 충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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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카드사용/관리
6.1.이용내역 확인
[내 지갑]의 [이용내역]에서 그 동안 사용한 카드의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내역>

<거래 상세 화면>

1. 사용한 카드의 이용내역을 월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충전 시 추가로 지원 받은 인센티브 내역은 상단의 탭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 수당 대상자인 경
우, 상단의 탭을 눌러 정책발행금 내역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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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금액 보유한도 상향
경기지역화폐 카드는 기본적으로 50만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나, [금액 보유한도 상향]을 통해 실명을 인증하면 최대 200만원까
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전체메뉴의 [금액 보유한도 상향]을 선택하여 화면으로 진입합니다.

<실명인증>

<금액 보유한도 상향 신청>

<금액 보유한도 상향 완료>

1. 경기지역화폐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한도 상향 신청 최초 1회에 한해 신분증 확인을 통한 실명인증을 진행합니다. 18세
미만 사용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통해 한도 상향을 신청합니다.
2. 금액 보유한도를 늘릴 카드를 모두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3. ARS 인증 후 금액 보유한도 상향이 완료됩니다(경기지역화폐App에 계좌 연결이 되지 않은 경우, 계좌 인증 후 한도 상향
이 완료됩니다). 카드의 금액 보유한도를 상향하면, 자동으로 해당 카드 결제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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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소득공제
경기지역화폐App에서 카드 사용금액 분의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체메뉴의 [소득공제 신청]을 선택하여 화면으로
진입합니다.

<실명인증>

<소득공제 신청>

<소득공제 신청 완료>

1. 경기지역화폐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소득공제 신청 최초 1회에 한해 신분증 확인을 통한 실명인증을 진행합니다(금액
보유한도 상향에서 실명인증된 경우, 이 과정은 거치지 않습니다). 18세 미만 사용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통해 소득공제
를 신청합니다.
2. 소득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카드를 모두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3. 소득공제 신청 완료 이후에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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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분실신고 및 재발급
카드를 분실한 경우, App에서 분실신고를 하고 카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된 카드를 App에 등록하면 이전 카드의
잔액이 새 카드에 이전됩니다. 전체메뉴의 [카드 분실신고/재발급 신청]을 선택하여 화면으로 진입합니다.

<카드 분실신고/재발급 신청>

<카드 분실신고>

1. 카드 분실신고/재발급 신청 화면에서 [분실신고] 버튼을 통해 분실신고를 합니다. 분실신고된 카드는 사용이 중지되며,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실신고한 카드의 잔액을 다시 사용하려면 재발급 된 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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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분실신고/재발급 신청>

<재발급 정보 확인>

<재발급 카드 등록>

<재발급 카드 등록>

2. 분실한 카드를 재발급 받기 위해 [재발급 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3. 재발급 받을 카드 정보와 카드를 배송 받을 주소를 확인합니다.
4. 재발급된 카드를 배송 받았다면, 교체등록를 해야 이전 카드의 금액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카드를 교체등록
하기 위해 [새 카드 등록] 버튼을 선택합니다. 재발급 받은 카드를 등록하면 선택된 이전 카드의 잔액이 자동으로 옮겨집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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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카드 추가 신청
경기지역화폐App에서 경기도 내 지역별 카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메인>

<카드 추가 신청>

1. 메인홈에서 지역 별 카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역을 선택하고 카드를 신청하세요. 각 지역마다 1장씩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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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7.1.전체메뉴
메인홈 우측 상단에 있는 전체메뉴에서 다양한 메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알림: 카드 알림과 소식 알림을 확인합니다.
2. 내 정보: 회원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계좌 정보: 계좌를 새로 연결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추천: 경기지역화폐App을 주변에 SNS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5. 카드 관리: 카드 한도 상향, 소득공제 및 분실, 환불 등의 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6. 충전/결제/환불 안내: 충전/결제/환불에 대한 상세 안내를 확
인합니다.
7. 공지사항: 경기지역화폐App의 공지사항을 확인합니다.

8. 자주하는 질문: 사용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합니다.
9. 1:1문의: 고객센터에 1:1문의를 등록하고 답변을 받아볼 수 있
습니다.
10. 설정: 앱 알림 설정, 지문인식 설정, 버전정보 확인, 회원탈퇴
<전체메뉴 상단>

<전체메뉴 하단>

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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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정책수당 지급절차 및 일반발행 구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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