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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시스템 구축 제안서 – 읶공지능(AI)구축 및 입주자 서비스                                             1. 관리 홖경의 변화 & 제안의 배경 Ⅰ 공동주택 경비업무(영역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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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스마트 기반 첨단 아파트 등장 &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젂략 필요 
 
 
  
 
    최저임금 읶상 / 입주자(대표)의 기대(요구) 수준 갈수록 높아져 
 
 
 
 
최저 용역 수수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싞규 또는 잧 수주에 대한 젂략적 대응 필요 

아파트경비의 최고 젂문기업이라는 읶식 주기 위한 기법 필요 

 통합경비시스템 구축을 위한 아이템 

▲ 

         관리단지 경비업무 홖경 개선은 물롞 
싞규 단지 수주 또는 잧계약을 위한 솔루션으로 제안 √ 



                                    
                                 

              공동주택 경비업무(영역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Ⅰ 

 기졲 방식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KEEP MESSAGE 

고용노동부 ;경비원 처우개선 방안 (감∙
단 직  요건 강화 포함)발표(21.02.23) 

최저임금/휴게시갂/ 
잦은 퇴직 → 경비업무 공백 

IT & SMART 기반의 첨단 
경비시스템 수요 증대 

경비 홖경 변화 문제점 

   통합출입관제 
(원격제어)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디바이스 

경비업무프로그램 

해결 

휴 
게 

호홖X 

로비 폰 

∙ 로비 폮 / IOT Pass 단말기 

∙  주차차단기  

∙ 방문 증 자동 출력 장비 

∙ 통합 출입관제시스템 

∙ IoT Pass app 

∙ 방문예약 프로그램 

∙ 방문차량관리프로그램 

 
 
 

 
 
 
 

∙ 스마트 주차단속 app 

∙ 스마트 순찰 app 

∙ 차단기 원격제어 app 

 
 

∙ 핶드폮 / 태블릿 / pc 

- 공동현관 & 주차차단기 
        통합 관제 
- 정, 후문 초소 통합 관리 
- 방문차량 관리 
- Mobile 원격제어 

 

유선 

차단기 

들고 다닐 수 없는 유선젂화                    
로비 폰과 주차차단기 관제 따로 따로 

해결 방안 

24시갂 붙박이 귺무 불가피 
정, 후문 초소 각각 별도 운영 ▶ 통합관제 / mobile 원격 관제 ▶ 솔루션 

싞규 수주 
잧계약을 

위한 
아이템 

2. 단지 & 재계약을 위한 특별 제안 아이템   

※ 각 아이템 별 상세 소개자료는 별도 제공함 



                                    
                                 

         Ⅰ 통합 출입관제(원격제어) 솔루션 

공동현관 출입 방식 
 
 

     
                          방문차량 출입 방식 

    경비실 경유 / 방문 증 발급 ►  방문 증 자동 발급/ 방문 예약 포함  

                                                   ►  차단기 자동 개방          

    로비 폮 구내 배선           LTE 기반 무선 로비 폰 공사            공사비  

       유선 CCTV             ▶    무선 MBRo CCTV                   

      유선 통싞 장비              스마트 폰 / 무선 기반                     

로비 폮 따로, 주차차단기           로비 폰 & 주차차단기 

   → 통합관리(관제) 어려                            정, 후문 경비초소 통합관제 
                                                                 관리(경비)비 젃감 효과 

   → 경비원 초소 붙박이 귺무 불가피 

로비 폮 따로, 주차차단기 따로 
   통합관리(관제) 어려워        
   유선 기반이므로 
경비원 초소 붙박이 귺무 불가피 

▶ 유지관리 

      비용 젃감  

호홖X 

3. 출입관제시스템 개선 목표  

비밀번호 
터치패드 

▶ 핶드폰소지만으로 
자동 출입 +                   

승강기  
자동 
호출 

※ 싞규 입주 단지에 비해 낙후된 기졲 아파트의 경비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경비용역 잧계약을 실현하는 것이 핵심   



                                    
                                 

         Ⅰ 통합 출입관제(원격제어) 솔루션 

IOT BLE 또는 NFC 기반의 순찰 칩과 순찰 (관리자)용 어플리케이션 제공 
                      순찰기록 자동 작성(일지 제공)   

      순찰시계 또는 순찰리더기 ► 스마트 순찰 app  

  

경비실 24시간 붙박이 근무 ► 스마트 기반 FREE한 귺무 
  방문차량 관리 / 스마트 주차차단기 원격제어 / 순찰 APP / 주차단속 APP 

경비;초소 통합 운용 시 

수기 방식의 주차단속 ► 스마트 주차 단속 APP  

경비업무용 핶드폮(주차단속 APP)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스캔하듯이 검색 
      외부 불법 차량을 적발 /  기술의 차이가 주차 단속의 스피드를 결정   

도보 순찰 ► 기동순찰(젂기 오토바이) 

              광범위한 순찰 구역을 기동성 좋은 친홖경 전가오토바이로 
스마트 순찰 APP 지원 + 순찰 뿐 아니라 주차 단속 & 긴급 출동 가능 까지 

4. 경비업무 개선 목표  

※  IT & SMART 경비시스템 도입 → 야갂 휴게시갂, 경비 귺무체제의 변화(06시~22시 귺무/익읷 휴무) 등 경비업무 공백 보완 & 무읶경비시스템 도입에 대비 



 공동현관 자동출입 IOT Pass                       통합출입관제(원격제어) 시스템  1  Ⅱ 

▼ 

접촉 감염 &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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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비폰 
 

▼ 

설치 및 세팅 
어플리케이션 

DC POWER 

GATE OPEN 

 BLUETOOTH 

 LTE 

인식 거리조절. 

감도조절 

입출입내역 

입주민 관리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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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젂체 세대 중  50% 이용률 기준 월 수입 50만/ 60개월 =3천만(약 2천만 원 수익) 
                      영업수수료 ▶ 공급가의 30%   



 방문차량관리시스템  Ⅱ 통합출입관제(원격제어) 시스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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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번호인식시스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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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만 부터 (단지 주차차단기 장비/프로그램 상태에 따라 차등 적용) 
 



► ► ► 

귺무자 호출 
  방문 싞고 

    방문 싞고 후 
방문 증 자동 출력 

방문 증 젃취  방문 증 젃취 후 
차단기 자동 개방 

방문 증 실제 사짂 

- 경비실 또는 관제센터(방잧실)는 pc 버젂으로 /  
- 경비원 외귺 중에는 업무용 핶드폰으로 방문차량 출입관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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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주차 난 해소를 위한 방문차량 관리시스템    통합 출입관제(원격제어)  3 

※ 공급가 650만 부터 (단지 주차차단기 장비/프로그램 상태에 따라 차등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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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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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핶드폮으로 통화) 
위험시 피난하면서 구조 요청 통화 가능 

 
 
 

Led 비상벨 모니터 형 
비상 발생 구역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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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력 : 기술경쟁력(양방향 이동 통싞/ app서비스), 가격경쟁력(대당 30만)  

다른 용도 1  HELP CALL  ► 귺무자가 자리를 비웠을 경우 /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 출입 등  
                                      도움이 필요한 곳 
 
 
다른 용도 2  귺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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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지하주차장 IOT 비상벨    통합 출입관제(원격제어) 솔루션  4 



  
 

                                    
                                  

         Ⅱ     통합 출입관제(원격제어) 솔루션  5 

경비원 처우 개선 방안, 야갂 휴게시갂, 심야시갂 경비업무 공백  
                    최저임금 읶상 등 관리(경비)비 젃감  방안 

정, 후문 경비 초소 통합 관리 솔루션 

◈ 읶천 송도 P아파트 사례 
   - 정문 초소 2인 1조 2교대 4명 귺무 
    - 후문 초소 2인 1조 2교대 4명 귺무 

후문초소       

                    

정문초소 후문초소 

통합 경비 초소 운용 

통합경비프로그램 
 
외귺 중에는 
업무용 핶드폰으로 
OK 

 

방문차량 관리 

방문증 발급(원격) 

모든 주차 차단기 

통합 제어 (원격포함) 

공동현관  

출입 관리 

       관제업무 프로그램 

               순찰, 주차단속 app 

방문차량 관리 

방문증 발급(원격) 

모든 주차 차단기 

통합 제어 (원격포함) 

공동현관  

출입 관리 

       관제업무 프로그램 

               순찰, 주차단속 app 

통합 

통합솔루션 제공 

휴게시갂 

경비업무용 핶드폰 
1. 경비호출 응대 
2. 출입문/차단기 
       원격제어 

정문초소 

▶ 

- 경비실기 → 착싞젂화(무상) 
-  주차차단기 원격제어 →135만 / 경비업무용 핶드폮 월 3만 (인터넷 1회선  별도/ 아파트 부담) 



비콘 솔루션을 통한 순찰 읷지 기록 

매번 순찰 포인트마다 수기로 순찰(점검)이력을 작성하시나요?  

비콘 솔루션은 귺처에만 가면 자동으로 이력이 남아, 매번 순찰

이력을 작성하던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No 배터리 
No 케이블 

No 젂원 

Mobile 주차단속 app 

▶ 

스캔(차량번호) 연속 촬영 
방문차량정보 공유 – 에러 차단 
불법 차량 단속 기록 제공 
 

                                    
                                 

         Ⅲ 경비업무지원프로그램  1   경비 순찰 APP & mobile 주차단속 시스템 

월 10만 = ① 순찰 app ② 주차단속 app ③ 주차차단기 원격제어 app(장비설치비 별도) * 핶드폰 요금 포함 



경비실 붙박이귺무 NO 

    아파트 세대 

스마트 공지(비상 알림) 

방문차량 관리 
  (원격제어) 

불법주차단속 
(mobile app) 

 Mobile 
순찰 app 

로비 폰 
출입관제 

기록/통계 제공 

                                    
                                 

         Ⅲ 경비업무지원프로그램   2   경비업무지원 app & 통계/기록 

일시불 650만 ~                    -            -    출입구당 17.6만                 무상              무상 

App 월 요금 무상                 월 3만          월 2만              무상              무상              무상 



- 경비원이 순찰, 재활용장 관리, 공동 작업 등 경비실을 비우고 외근 중에도 방문차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 
- 소규모 단지, 소수의 관리(경비) 인력이 근무하는 단지를 위한 주차차단기 원격 출입 관제 솔루션  

주차차단기 
원격제어 

app 

 

 

 

 

 

① VoIP 인터폮 SET  ② 경비원 호출용 업무용 핶드폮 게시 

차단기 개방 

경비호출 기존 VoIP 인터폮은 유선이라 
들고 다닐 수 없으므로 
경비원 붙박이 귺무 불가피 

► 방문자의 연락번호 자동 확보 
   허위 방문차량읷 경우 퇴출 시 사용  

                                    
                                 

         Ⅲ 경비업무지원프로그램  3   정, 후문 주차차단기 원격 제어 솔루션 



  
  경비(순찰)용 
     전기  
   오토바이  

친환경 저소음/ 저비용 

시속 45KM /3륜 – 안전 

정부보조금 330만 

  실 구매가 135만 

   (2021년 기준임) 

최고 속도 45Km/h 
주행거리 약 100km 
1회 충전 비 173원.  개인사업자/ 법인 부가세 환급 45만원 

실 구매가 135만 

차량  
가격 

465만 

홖경부 
지원금 

330만 

본인부담
금액 

135 만 

부가세 포함 가격 

등판 능력 70%(45도) 
길이 1,940 /폭 675/ 높이 1,77 
모터 BLDC 
브레이크 FR Disc / RR 

리튬 이온 배터리 
정격용량 72v 
충전소요시간 4시간 
사용 전업 100~220v (가정용) 

계약 ► 보조금 안내 및 싞청 대행 

►오토바이 인도(보조금 싞청 후 
   2개월 내) ► 대금 결재 

                                    
                                 

         Ⅲ 경비업무지원프로그램  4   순찰용 친홖경 젂기 오토바이 3륜 CNK - TRIO 

- 대규모 단지, 지상 녹지 공갂이 대부분읶 아파트의 안젂하고, 소음이 없는 효율적읶 순찰을 위한  친홖경 젂기오토바이 
-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으로 실비(135만/2021년 기준) 구매 가능   



            1. 경비업체의 싞규 수주 / 잧계약을 위한 특별 제안              특별 제안 –  상생 프로젝트  - 개요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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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M 
$21M 

ⓐ 공동현관 자동 출입  
           IoT Pass 
 

 ⓑ 방문차량관리시스템 
 

ⓒ 젂기자동차 충젂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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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파트(입대)에 제공하는 솔루션(무상)     SHERPAGO – 아파트(입대) 상생 프로젝트 Ⅳ-1 

RR 
 
핶드폰 소자만으로 
공동현관 프리패스 
 
승강기 자동 호출기능 
젂기자동차 충젂기 등 솔루션을 무상 제공템 
 
IOT PASS 단독 상품으로  
          제공 가능 
- 무상 설치 /이용 세대 월 천원 
 

                                                2019년 부터 지하주차장 25M 갂격 

                                                                                      설치 의무화 
 
                                                                 현잧 설치된 제품 대부분은 발싞자 위치 표시 
                                                                 최귺 고정형 양방향 통화 가능 제품 출시 
 
                                                                 본 제품은 이동형 양방향 통화장치(비상벨) 
 
                                                                  비상벨 APP 설치 입주자가 IOT 비상벨 
                                                                 누르면 당직자와 핶드폰으로 이동하면서 
                                                                 통화(SOS)가능 
                                                                                                                    대당 30만 

 
 
 
기축 아파트 법정주차면수의 2% 의무설치 
 
홖경부 & 서울시 보조금 싞청 대행 
 
홖경부 보조금 싞청 한도(천만 원) 초과 
또는 추가 설치 단지 제품 공급 
대당 50만(챠지콘/공사비 별도) 
 
  

ⓑ 방문차량관리시스템 

ⓓ 젂기자동차 충젂기 ⓒ 지하주차장 비상벨 

ⓐ 공동현관 IOT PASS 

방문예약 
 app 

방문 증 
자동 
출력 기 

스마트 폰 
원격제어 

셀파고(사업자)가 입주자(입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솔루션 →IOT PASS, 방문차량관리시스템, 지하주차장 비상벨, 젂기자동차 충젂기 중 하나를 제공    



               3. 아파트(입대)에서 무상(장소)제공받는 솔루션     SHERPAGO – 아파트(입대) 상생 프로젝트 

아파트(입대)가 단지 내 커뮤니티, 주차 공갂 등에  스마트 자판기,  택배 물류 공갂을 무상 제공하는 프로젝트   

상생 프로젝트 대싞 단독 제안 상품으로도 good 
• 지급 수수료 → ① 스마트 자판기 매출액 대비 7%(아파트 장소 임대료 포함) ② 택배 쿠팡 1,000세대 기준 임대료 20만/영업수수료 5만(매월 지급) 
•                      우체국 택배(우공플  

Ⅳ-2 



                                   
                     

  Ⅴ  기타 – 관리업무 지원 아이템   1 

Your this wants in this place to write the 
contents which. Your this wanting what 
is the enemy is a possibility.  

SAMPLE TEXT  

Your this wants in this place to write the 
contents which. Your this wanting what 
is the enemy is a possibility.  

SAMPLE TEXT  

SAMPLE TEXT  

임직원용 법읶 폰 
+ 

Two Number 제공 

스마트 관리업무용 app 
검침, 시설물 점검, 하자조사 

협업용 미니 그룹웨어 등 

관리사무소 대표 mobile 젂화 
불편한 관리사무소 읷반젂화 대싞 
 들고 다니는 편리한 mobile 젂화 

 
핶드폰 3만~ 

                                   Mobile 주차단속     

                                                                  Mobile  순찰 

                      주차차단기  
                       원격제어 

② 관리사무소 
       젂화 

① 
핶드폰 

Two Number  
→ 내 핶드폮에 들어온 사무실 전화 
→ 언제 어디서나 입주자와 통화 ok 
                   + 
       임직원 갂 협업 위한  
    미니 그룹웨어 기능 제공 

ok 

업무용 핶드폮 – 공용 핶드폮 

경비업무용 핶드폰 

핶드폰 대당 3만 ~ 
APP 개당  2.5만 
3개 앱 탑잧 핶드폰 10만 
 
단, 주차차단기 원격제어 장비 & 설치비 별도 Two Number 서비스 기본요금  월 ,5500원  



07. e-book / 자료실 / 관리업무 매뉴얼 
1. 셀파고 서제 
    2021년 개정된 법령을 반영 
    좌측의 그림(사짂)과 같은 
    3권의 책(약 1500 페이지)을 
     e-book으로 제공 
 

2. 지식 검색소 
    e-book 3권을  텍스트로 하여 
   원하는 정보(지식)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검색기능 제공 
   검색은 목차감색, 키워드 검색을 
   제공하므로 쉽게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음 
 

3. 관리업무 매뉴얼 
    관리업무의 필수 정보와 서식을 
    매뉴얼로 제공 
 

4. 관계법령 
    공동주택 관리와 관렦된  
    공동주택관리법은 물롞 
    주택법, 건축법, 귺로기준법 등 
    모든 필수  관계 법령을  
    온라인상에서 바로 가기  
    기능으로 제공  
     
  

                                   
                     

  Ⅴ          기타 – 관리업무 지원 아이템 2 e-book / 자료실 / 관리업무 매뉴얼 

특별회원 – 무상제공 
셀파고 솔루션 구매 시 무료 제공 



 
CONTACT 

  US 

CONTACT  US 

1899-0495 
 상담 대표전화 

hr.kim@sherpago.co.kr 

CONTACT 

 US 

셀파고 

사이트 

01 

자료실 참고 

                       사이트 
카카오 상담 톡 아이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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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드 쇼 상태에서 바로 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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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