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실리콘브릿지

아파트 전용 무인주차관제시스템 소개
Intelligent Vehicle Access Control System

블로그 소개용

“

‘실리콘브릿지’는 반도체 칩의 핵심인 ‘실리콘’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브릿지’라는 다리를 통해 IT, BT, BIO 등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고,
다양한 기술이 융합된 제품을 만드는데 앞장서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미래 기술들을 효율적으로 연결해주는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실리콘브릿지의 기업가 정신입니다.

-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 ‘기업가 정신콘서트’ 中 / 한국경제

아파트 동대표 회장을 맡고 있었을 때,
늦은 밤 연로한 경비원이 잠을 이겨내며
차량 단속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 무인주차관제시스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고,
지금의 ‘아이박스(EYEVACS™)’라는 제품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

- CEO 인터뷰 中

“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인구 밀집과 자동차 보급률의 증가로
매년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는 결코 주차장 수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동네, 우리 아파트에 초대받지 않은 부정주차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이유가 큽니다.

클라우드 서버를 기반으로 한 무인주차관제 ‘아이박스(EYEVACS™)’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언택트(untact) 서비스로

카카오모빌리티, 삼성에스원 등 다양한 대기업과 협력하여
더 좋은 서비스와 품질 높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CEO 인터뷰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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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아파트 주차관제시스템, 왜 필요할까요?

입주민
아파트 근처에서 축제나 행사를 하면 어김없이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요. 근처 상가 이용객들도 너무 많이 사용하고요.
퇴근하고 왔을 때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 30분 이상 배회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에요.
경비원분들이 방문객 통제를 하고 있긴 하지만 항상 지켜볼 수는 없는 노릇이라 주차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관리주체
단지 내 경고 플래카드를 걸어도 부정주차는 줄지 않아요. 방문목적을 묻고 수기로 기록하긴 하지만 부정방문객을 색출하기에 한계가 있어요.
아파트 공식 카페에 주차민원이 항상 올라오는데 저희도 좋은 업체를 찾아서 주차관제시스템을 빨리 도입하고 싶어요.

경비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여 놓으면 차주가 와서 갖은 짜증을 부려 스트레스예요.
가끔 민원때문에 관리 업무가 마비될 때도 있어요. 자주 오는 상습 부정방문객이 있는데 일일이 쫓아내기 힘들어요.

WHY │아파트 주차관제시스템, 왜 필요할까요?

01

점점 증가하는 1인당 차량대수와 실질주차공간 보급률의 불균형 문제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 2017년 기준 2,200만대 돌파
1인당 차량 보유 수 1.55대 돌파
주요 도심 및 상업업무지역의 실질주차공간 보급률 단 70%

02

감염성 질환 유행 이후 비대면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증가
전세계적으로 펜데믹 쇼크를 가져온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스템에 대한 관심 증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언택트 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필요성 대두

03

소유 차량은 점점 증가하지만 실질주차공간은 부족한
불균형 상태 발생, 부정방문객 증가로 주차대란 가속

‘무인화’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필요성 증가

유인관리의 시스템적 한계
방문목적을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 불필요한 경비 업무 증가
상습 부정주차객 관리에 대한 어려움
차량 입출차 DB 관리 및 통계의 어려움

차량 입출차 정보 및 상습부정방문객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관제 프로그램 필요성 대두

WHY │아파트 주차관제시스템, 왜 필요할까요?
주차관제시스템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그렇다면 어떤 주차관제시스템을 선택해야 합리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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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률 보장

높은 차량번호
인식률 보장

부정방문객 색출
무인 키오스크를
통한 방문객관리

효율성

원격제어가 가능한
통합관리프로그램

2020년 도로교통공단 성능평가 결과 인식률 100% (오인식률 0.2%이내 )

자동차등록 번호판 기준개정에 따른 신규 2종 샘플(3자리 페인트식, 3자리 필름식) 번호판
장착 차량을 모두 포함한 성능평가 결과로, 2020년 6월 22일 평가 결과 획득

방문객이 직접 동호수를 입력해 출입하는 무인방문증발급기 스마트게이트(Smart Gate)

· 방문객이 동호수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수 입주민의 앱(APP)으로 확인 알림이 전송
· 만약 허위 동호수를 입력했다면 입주민이 ‘승인거절’버튼을 누르고 이 데이터는 관리프로그램으로 전송
· 관리실에서는 확인 후 해당 차량을 출입제한차량으로 등록해 입출차를 봉쇄할 수 있음

차단기 제어 모드 설정 및 입출차 DB 관리가 가능한 관리자 프로그램 무료 제공

· 별도 관리PC 및 서버를 설치할 필요 없이 홈페이지 로그인을 통해 해당 아파트 주차관제 프로그램 이용 가능
· 차단기를 프리패스로 열어둘 것인지, 경비원이 확인하고 수동으로 열어줄 것인지, 무인으로 운영할 것인지 모드 선택 가능
· 관리 프로그램에서 차단기 원격 제어 및 실시간 차량 입출차 모니터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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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합리적인
가격

편리성

여러 디바이스와
호환되는 편리성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일시불 지급 VS 관리비로 렌탈 두 가지 선택지 제공

· 아파트의 상황 및 회계처리에 따라 일시불 및 렌탈(60개월) 가능
· 렌탈로 이용할 경우 입출차 기준 1set 월 25만원/33.3만원/45만원에 렌탈 가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견적문의 및 현장실사 문의 시 담당자 확인

PC/노트북/태블릿PC/핸드폰 등 다양한 기기에서 차단기 원격관제 및 관리 가능

· 관리사무소에선 전용 사이트 로그인을 통해 관리자 홈페이지 접속 가능(별도의 PC 및 서버 설치 필요없음)
· 관리자 아이디만 있으면 장소와 기기 상관없이 원격 관제 및 관리 가능
· 삼성, LG, 롯데 등 유수의 대기업이 사용하는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AWS)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킹의 위협에서 안전함
· PC용 웹 / 경비원 및 관리자전용 모바일 앱을 무료로 지원하며, 정기적으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WHAT │(주)실리콘브릿지 무인주차관제시스템 솔루션 소개

출차용 차량번호인식+주차차단기

입주민용 차량번호인식+주차차단기

1

VoIP인터폰

2

AWS
클라우드 서버
방문객용 차량번호인식+주차차단기

방문객 전용 키오스크

입주민

순찰용 패드(경비원) +
관리자/입주민 전용 앱

전용입구

근무자 PC
(홈페이지 로그인 접속)

등록된 입주민 프리패스 입출차
방문객은 무인 키오스크로 관리
방문객

전용입구

차량진입

WHAT │(주)실리콘브릿지 무인주차관제시스템 솔루션 소개

1 · 차단기일체형 차량번호인식기(All-In-One) EYEVACS AIO

Best

양면 LED바 차량차단기

카메라

LED 전광판

BLDC 모터

3.2M Pixel Global Shutter CMOS Color Digital Camera
1/1.8” Vari-focal Lens
3M Pixels

전원

조명장치

740nm LED IR Strobe

소요전력

80W

Interface

10/100/1000M Ethernet,
USB, RS232, RS485

외장재질

스틸 자립방수형 2도
외부용 분체도장

LED
전광판

128 x 64 Pixels, 4단 8열,
7 Colors

규격

최대320만화소
컬러카메라
주요 기능

220VAC 60Hz 전용

340(W) * 470(D) * 1420(H)

WHAT │(주)실리콘브릿지 무인주차관제시스템 솔루션 소개

2 · 7인치 터치 LCD가 내장된 스마트터치키패드 + 자동방문증발급기 스마트게이트(Smart Gate)

Best

해당 동호수 입주민 앱으로 확인 알림이 가며
허위 동호수 입력 시 입출차 제한 등록 가능

방문객이 직접 동호수를
입력해 무인 입출차
특허

VoIP 인터폰(호출)
LCD 스크린
안드로이드 OS용

스마트 터치키패드

50W Dual Output(5V/12V)

FAN

60mm

전원

220VAC 60Hz 전용

소요전력

6W

5W

외장재질

스틸 자립방수형 2도
외부용 분체도장

Speaker

방문증발급공간

SMPS

규격

통신

TCP/IP

300(W) * 335(D) * 1190(H)
· 7인치 16:9 와이드 터치 LCD의 자동 방문증 발급기로 IP 카메라, VoIP
인터폰, 안내 스피커 내장

주요 기능

WHAT │(주)실리콘브릿지 무인주차관제시스템 솔루션 소개
만약, 해당 아파트의 입주민이라면?

1

관리자 프로그램에 등록된 입주민이라면
차단기 프리패스(자동 입출차)

※ 입주민 등록은 관리자 프로그램에서 관리할 수 있으며
초기 1회에 한해 입주민 DB를 무료로 등록해드립니다.

2

입주민 앱을 통해 방문객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방문객으로 등록된 차량은 해당 기간 동안 프리패스 이용 가능

- 방문차량 등록은 최대 3일간 유효합니다.

3

방문객 등록을 하지 않아도 방문객이 동·호수를
직접 입력 후 무인 입출차 가능

- 방문객의 정보는 해당 동호수 앱으로 알림 전송

WHAT │(주)실리콘브릿지 무인주차관제시스템 솔루션 소개
아무 동·호수나 입력하고 출입하는 얌체 방문객 처리는?

1
2
3

4

동호수를 입력했을 경우 해당 동호수 입주민 앱으로 확인 알림이 전송

‘승인 거절’을 눌렀을 경우 허위 방문객으로 판단, 관리자프로그램 서버에 전송

관리자프로그램에서는 거절횟수 제한 여부/방문횟수 제한 여부를 직접 선택해
차량 입출차 제한을 걸 수 있는데, 해당 기능을 통해 부정방문객 색출 및 블랙리스트 차량 등록
블랙리스트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은 입출차가 불가하며, 만약 이미 입차한 차량의 경우
출차가 안 돼 직접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해명해야 함
(몇 회 이상~의 조건을 걸지 않고 관리사무소에서 바로 블랙리스트 차량 등록 가능)

WHAT │(주)실리콘브릿지 무인주차관제시스템 솔루션 소개
관리자프로그램 기능

▶

무상 A/S 기간동안 최신 소프트웨어 주기적 업그레이드 및 무상 제공

1
2
3
4
5
6

입주민 차량 등록 및 관리

LPR 모드 설정 및 실시간 모니터링

관리인 등록 및 페이지 열람 권한 설정
차량 입출차 DB 모니터링 가능

설치 장소 정책에 의한 자동 출입제한차량 등록
차량 방문예약 관리 및 출입관리

WHAT │(주)실리콘브릿지 무인주차관제시스템 솔루션 소개
입주민 앱 기능

▶

무상 A/S 기간동안 최신 소프트웨어 주기적 업그레이드 및 무상 제공

1
2
3
4
5

방문객 방문예약
차량출입 알림
택배알림

관리사무소 공지사항 확인
건의사항 입력

WHAT │(주)실리콘브릿지 무인주차관제시스템 솔루션 소개
경비원 순찰용 패드 지원(앱 무료 지원, 태블릿PC는 옵션)

1
2
3
4
5
6

실시간 차량 입출차 모니터링
출입제한 대상 확인
방문차량 목록 확인

해당 동호수 입주민에게 택배 알림 (발송)

입주민 차량에 이상 발생 시 해당 차량번호 입주민에게 알림 발송 가능
입출차 차량 데이터 (대상별 입출차 현황, 시간별 입출차량) 확인 가능

HOW │이슈 발생 시 a/s조치 및 후속관리
장애 발생

CS 센터 접수

1차 : 원격A/S

2차 : 현장출동

위탁관리 : 본사 CS팀 문의

입주민 민원
직영운영 : 관리소 문의
약 70%가 단순 민원이나
프로그램 사용방법 문의로
CS담당자가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처리

X

관리사무소
관리자프로그램에서
확인 후 1차 직접 응대

문제발생 기록 후
본사 CS팀에 원격 문의

관제CS센터
담당자 연결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정밀진단 후 문제 해결

HOW │이슈 발생 시 a/s조치 및 후속관리
장애 발생

CS 센터 접수

1차 : 원격A/S

2차 : 현장출동

위탁관리 : 본사 CS팀 문의

입주민 민원
직영운영 : 관리소 문의

X
SW 문제 :
원격관제 및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관리사무소
관리자프로그램에서
확인 후 1차 직접 응대

문제발생 기록 후
본사 CS팀에 원격 문의

관제CS센터
담당자 연결

부설연구소
HW 문제 :
현장출동 스케줄 조절

웹/하드웨어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아이박스사업부

IF │도입 후 기대효과

자사 서비스 도입 시 대상별 서비스 혜택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무인 입출차가 가능한 방문 키오스크로
관리 업무 경감

순찰용 태블릿PC 및 관리자 전용 앱 제공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Admin 프로그램
무료 지원 및 주기적 업그레이드

1) 순찰용 태블릿 PC 및 관리자 전용 앱 지원으로
언제 어디서든 효율적 관리가능

1) 방문차량 입차 시 운전자가 직접
동호수를 입력하는 스마트게이트로
관리사무소 직원의 업무 최소화

2) 순찰 시 입주민 차량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해당 세대의 세대주에게 실시간 알림 가능
(차량 알림 기능)

2) 실시간 모니터링 및 차단기 원격
제어가 가능한 프로그램 지원
(인터넷으로 간편 접속)

3) 언택트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의
관리직원을 위해 차단기 원격 제어
수동스위치 추가 지원

3) VOIP 인터폰 설치로 긴급 호출 시
직접 응대 가능
4) 일정 기간 내 입차 횟수, 입주민 거절
횟수 등의 데이터 통계를 통해
부정주차 색출 및 차량 입출차 차단 가능

입주민

차량 DB가 등록된 입주민 차량은 빠르게
무인 입출차, 입주민 전용 앱 무료 제공
1) 방문 차량 예약
2) 입차 알림
3) 택배알림
4) 차량 이상 알림
5) 건의사항, 공지사항 등 건물 내
커뮤니티 이용 가능

현장실사 및 견적문의를 주시면 제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를 얻은 매체(채널)에 대해 알려주시면 제품 설치 시 주차 사이니지를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예 : 네이버 블로그를 보고 연락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주)실리콘브릿지

무인주차관제시스템 소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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