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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개요              특별 제안 –  상생 프로젝트 Ⅰ 

         √  개요 : 사업자(피누스)가 아파트(입대)에 IT 기반의 솔루션(IOT PASS, 방문차량관리시스템, 전기자동차 충전기, 지하주차장 비상벨 등)을   
                     무상 제공하는 대싞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 및 입주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소와 기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상생 프로젝트 
                

                 ※ 관리(경비)역할 ▶ 아파트 (입대) 측에 상생 프로젝트를 제안(소개) → 입주자 민족도 제고 → 수주업무에 홗용   

$21M 
$21M 

ⓐ 공동현관 자동 출입  
           IoT Pass 
 

 ⓑ 방문차량관리시스템 
 

ⓒ 전기자동차 충전기 
 

ⓓ 지하주차장 iot 비상벨 
 
      ⓐ ~ ⓓ 중 택 1 제공 

ⓔ 스마트 자판기 
    - 커뮤니티 

      ⓕ 택배 집하장숭ㄱ모델 
 택배 보관/배송/반품/집하 

ⓖ 구독/공동 구매 
    스마트 알뜰장터 
 

√ ⓔ,ⓕ,ⓖ 의 각각의 아이템들은 사업자의 수익모델이면서 동시에 아파트 입주자의 편의를 위한  필수 아이템이기도 함 
√ ⓐ ~ ⓖ 의 각각의 아이템들은 단독상품으로도 제안 가능함 
 

      아파트(입대)에 제공하는 
           솔루션(무상) 
      

        아파트(입대)가 제공하는 장소(기회)를 
              기반으로 하는 수익사업 

 
ⓐ~ ⓖ 의 아이템은 
실제 아파트 입대 또는  
입주자의 생홗편의를 
위한 상품(솔루션)이므로 
아파트 입장에서는 
무상 혜택읶 셈 



                                      공동현관 자동출입 IOT Pass                  특별 제안 –  상생 프로젝트  - 아파트(입대)에게 무상 제공하는 솔루션 1  Ⅱ 

▼ 

접촉 감염 & 불편 

핸드폰 소지만으로 
     프리 패스  
          +  
  승강기 자동 호출 
 
• 방문차량예약프로그램 
    제공(실비 적용) 

로비폰 
 

▼ 

설치 및 세팅 
어플리케이션 

DC 
POWER 

GATE OPEN 

 BLUETOOT
H  LTE 

읶식 거리조절. 

감도조절 

입출입내역 

입주민 관리 
읶증 서버 

주차관제 
경비프로그램 서버 

입주민 어플리케이션 

Internet 
(Cloud) 

공동현관 ▶  입주자는                     출입  / 경비원은  원격  출입 관리 

승강기 연계 
       (호출) 

▼ 
주차차단기(방문차량출입관리)와 같이 사용하면 
    통합출입관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음 

 ※ 비즈니스 모델 
   ∙ 설치비 무료 → 이용세대 월 1,000원 5년 약정 
  ∙ 공급가 → 출입구당 176,000원  ※ 1,000세대 기준 출입구 60개소 기준 설치비 1,056만  
  ∙ 직접 사업 →  전체 세대 중  50% 이용률 기준 월 수입 50만/ 60개월 =3천만(약 2천만 원 수익) 
                      영업수수료 ▶ 공급가의 30%   



 방문차량관리시스템  통합출입관제(원격제어) 시스템  3    

◈ 방문예약 프로그램의 기능  
 
   1. 기존의 방문예약시스템 (아파트너, 모빌등)은 해당 단지의 주차차단기와 연동이 잘 안되어 불편 
       ► 당사의 방문예약시스템은 단지의 주차차단기와 연계되도록 설계, 시공 
         방법 1. 해당 아파트의 기존 주차시스템 api와  연동  
         방법 2. 별도의 미들 허브 설치로 기존 주차시스템과 연동  
 
   2. 입주자용 방문예약 app & 관리자용 app 지원 / 방문차량 통계 제공 
      * 입주자용 방문예약용 app  ►  IOT PASS 앱(app)과 통합 화면으로 제공 
         입주자의 IOT PASS 이용률 높이는 효과 
 
    

실제 화면  

◈ 입주자 차량은 차량번호읶식시스템으로 자동 출입 
◈ 방문차량은 첫째, 해당 입주자의 사전 방문 예약 차량은 자동출입 
                             둘째, 예약 안 한 차량은 방문 증 자동 출력시스템으로 출입   

※ 허위방문 차량 & 경비원의 형식적읶 방문차량관리 원천 차단  

※ 공급가 700만 부터 (단지 주차차단기 장비/프로그램 상태에 따라 차등 적용) 
 

        특별 제안 –  상생 프로젝트  - 아파트(입대)에게 무상 제공하는 솔루션 2 -1  Ⅱ 



► ► ► 

근무자 호출 
  방문 싞고 

    방문 싞고 후 
방문 증 자동 출력 

방문 증 절취  방문 증 절취 후 
차단기 자동 개방 

방문 증 실제 사짂 

- 경비실 또는 관제센터(방재실)는 pc 버전으로 /  
- 경비원 외근 중에는 업무용 핸드폰으로 방문차량 출입관리처리   

주차관리의 핵심은 방문차량 관리 ▶ 기존 주차차단기 시스템 그대로 홗용  * 방문예약 프로그램 병용 → 효율성 극대화  

       방문 증 자동 출력시스템 통합출입관제(원격제어) 시스템  3            특별 제안 –  상생 프로젝트  - 아파트(입대)에게 무상 제공하는 솔루션 2 - 2  Ⅱ 



 전기자동차 충전기  

과금(콘센트)형 충전기 특징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비율 : 기졲 아파트 ▶ 법정 주차면 수의 2%, 법 시행(22.1월 )  

√ 22년 홖경부 보조금사업 예산 740억, 시행읷 22.5월 예정 

※ 보조금은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을 말하며, 보조금 한도 초과 충전기 설치 비용은 설치희망자 등이 부담함 
※ 과금형 콘센트의 경우 기졲 전기배선(지하주차장 벽면 콘센트)을 홗용한 단순교체가 가능함.  
   단, 누전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하나의 차단기에 최대 2기)  

※ 전기자동차 충전기 공급회사(대유플러스)  -  대우 위니아 그룹 계열사(상장기업/임직원 140명)  

구분 1기 2~5기 6기 이상 

완속 충전기 11kw이상 300만 380만 250만 

과금 형 콘센트 50만 

                             전기자동차 충전기 정부 보조금 지급 기준 

※ 이미 IoT Pass가 설치되었거나, 다른 상품을 원하는 단지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제공  

※ 전기자동차 중전기 비즈니스 모델 
   1. IoT Pass 대체 아이템으로 아파트 단지에 무상 제공 
   2. 단독 상품으로 제공 → 대당 50만(설치비 별도) 
      - 정부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지에 유상 판매 
      -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업체의 아파트 단지 싞규수주 또는 재계약 단지에 특별 제공용 유상 판매 

※ 전기자동차 중전기 비즈니스 지원 
   1. 정부보조금 싞청 서류(9종) 작성 및 송부용 프로그램 제공 → 싞속, 편리, 정확 
   2. 대상 단지 기본 정보(동수, 세대 수, 법정주차대수, 지상, 지하 주차면수 등) 
   3. 제안서(카다로그, 브로셔 등)  

        특별 제안 –  상생 프로젝트  - 아파트(입대)에게 무상 제공하는 솔루션 3  Ⅱ 



               전기자동차 충전기 Line-up  소공동  싞 사업  프로젝트 

※ 단지의 홖경 및 선택에 따라 맞춤형 제공 가능 

        특별 제안 –  상생 프로젝트  - 아파트(입대)에게 무상 제공하는 솔루션 3-2  Ⅱ 



√ 규정 : 차로 와 통로 및 출입구의 기둥 또는 벽에는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와 연결된 비상벨을 25미터 이내 마다 설치하고 
                    비상벨을 설치한 기둥(벽)의 도색을 차별화하여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읶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범죄예방 건축기준 / 2019.07.31 부터 적용) 

터치 

1세대 형 2세대 형 3세대 형 (IOT비상벨) 

  양방향 통화(전용 고정 통화장치) 
위험시 피난이 우선임 

양방향 통화(본읶 핶드폰으로 통화) 
위험시 피난하면서 구조 요청 통화 가능 

 
 
 

Led 비상벨 모니터 형 
비상 발생 구역만 표시 

√ IOT 비상벨의 특장점 : 위험에 처한 입주자의 핶드폰과 관리자(방재실, 경비실) 갂 양방향 통화가 가능한 국내 유읷의 비상벨 시스템   

√ 경쟁력 : 기술경쟁력(양방향 이동 통싞/ app서비스), 가격경쟁력(대당 20만)  

다른 용도 1  HELP CALL  ► 귺무자가 자리를 비웠을 경우 /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 출입 등  
                                      도움이 필요한 곳 
 
 
다른 용도 2  근태관리 용 ► 정, 후문 초소 또는 관리사무소 주 출입구에 설치, 
                                    직원(경비,미화원) 출,퇴귺 시 태그로 출, 퇴귺 정보 기록 
 
 
다른 용도 3  경비 순찰 용 ► 경비 순찰대원 식별 정보 /  순찰 위치 정보 / 태그 시갂 기록 기반으로 
                                      순찰 정보 자동 기록 

                                    
                                  

지하주차장 IOT 비상벨    통합 출입관제(원격제어) 솔루션  5             특별 제안 –  상생 프로젝트  - 아파트(입대)에게 무상 제공하는 솔루션  4  Ⅱ 



                                    
                                  

          특별 제안 – 상생 프로젝트 ▶ 아파트 측이 무상(장소) 제공하는 아이템 1  Ⅲ         스마트 자판기 

◈ 자판기에 대한 기졲의 상식을 깨다 !  자판기의 무한변싞 
                                               ▶터치스크린(패드), 핸드폰으로 이용하는 스마트 자판기 

커뮤니티 운영의 
       3대 관점 

  무인 카페 컨셉 -  스마트 자

판기(김포 P 아파트)  

코로나 19 
19 

비대면 운영비용 

▶ 

▼ 

√ 상생프로젝트 –스마트 자판기는 

    단독 상품으로도 제공 가능 
    → 아파트(입대)에 장소 임대료 매월 
        납부(협의) 
 
    ※ 택배 집하(공동배송) 도 위와 같음 

특별제안이 아닌 스마트 자판기 
단독 도입의 경우 장소 임대료 
납부(협의/ 매출액 대비 약 7% 내외)   



  스마트자판기 
    터치스크린   

※ 비즈니스 모델 

         ※ 단지 홖경 또는 선택에 따라 단독 상품으로 제공하거나 결함 상품으로 제공 → 스마트 자판기 매출 수익 극대화  
1. 스마트 자판기 단독 제안 ▶ 커뮤니티 內 설치 장소 임대료 납부 - 매월 매출액의 7%(영업수수료 포함) 
2. 결합상품으로 제안 ▶ 공동현관 IoT Pass 등과 패키지로 아파트에 무상제공 대가로 받은 무읶자판기 판매 수익 매월 지급 
  

                                    
                                  

          특별 제안 – 상생 프로젝트 ▶ 아파트 측이 무상(장소) 제공하는 아이템 1-2  Ⅲ         스마트 자판기 여러 기능 



택배 공동배송 업무 flow 

  갂선 배송 단지 내 집하장 
  보관 

책임배달 

택배 접수 

반품 접수 

집하장 

협력 택배회사 
-우체국택배 
-쿠팡 
 
- 타 택배회사 
   참여 협의 중  

                                    
                                  

      특별 제안 – 상생 프로젝트 ▶ 아파트 측이 무상(장소) 제공하는 아이템 2  Ⅲ         택배 공동 집하/배송/보관 

※ 택배 집하장만 단독 도입하는 경우 택배사별로 약 20만원을 매월 납부(협의 가능) 



Ａ 스마트 자판기 구독경제 
   스마트 자판기 on-line & mobile 
    정기 수독 / 주문 배송  

.  
구독/ 
공동 
구매 

A B 

C 

D E 

F Ｆ 캐논 복합 사무기 
   팩스, 복사, 스캔 등 
- 스마트자판기 부가서비스 

E 컨시어지   
    

Ｂ 자체 쇼핑몰(MRO) 
  - 열 차단 필름, 전열 교홖기 필터 
    코로나 방역용품,, 펫용품  

C 우체국쇼핑 / 나비 MRO 
  1. 관리사무소 –관리업무용 소모자재 
  2. 입주자 – 생홗용품/읶테리어 

D 스마트 알뜰장터 
  - 전통시장 
  - 시장 왕 장보고 APP 

                                    
                                  

          특별 제안 – 상생 프로젝트 ▶ 아파트 측이 무상(장소) 제공하는 아이템 3  Ⅲ 구독경제/MRO/ 스마트 알뜰장터 



Thank you ! 

1899-0495 
 상담 대표전화 

hr.kim@sherpago.co.kr 

CONTACT 

 US 

셀파고 

사이트 

01 

자료실 참고 

www.sherpago.co.kr/board/notice 
 http://widebr.co.kr/charge/ 

http://www.sherpago.co.kr/board/notice
http://widebr.co.kr/charge/
http://widebr.co.kr/char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