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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icon Bridge is an innovative start-up company

providing IoT & Cloud AI Service Platform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dustry.

2020-01-21

Silicon Bridge, Inc.

무인 주차관제/요금정산시스템

국내 최초 4세대 클라우드 LPR 기반

“아이박스“ 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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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브릿지는 시스템 반도체 및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2015년 10월에 설립된 회사로서,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시스템반도체 설계가 융합된

다양한 시스템 및 플랫폼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기술벤처기업입니다.

About Us

Smart Platform Provider - Systems and Software Platforms that are interworking with IoT and Cloud

2015.10 2016 2017 2018 2019 2020 …

BLDC Motor Control SoC EYEVACS v1.0 EYEVACS v1.5

EYEVACS v2.0, EYEPAY v1.0

아이박스앱

EYEVACS v3.0 / EYEBROAD v1.0
Cloud Deep Learning, AI Camera 
App. Kiosk Ads on Cloud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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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EYEVACS, EYEPAY, EYEBROAD

국내최초 클라우드 기반 4세대 차량번호인식 무인 주차관제/요금정산 통합 시스템 - 아이박스

클라우드 기반 재난 예.경보, 응급알림 시스템 - 아이브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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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VACS
Intelligent Vehicle Access Control System (지능형 차량 출입 제어 시스템)

IoT

Cloud Computing

UserAWS

System Algorithm/Software WEB/APP Android Application 

국내 최초 4세대 클라우드 LPR 기반 무인 주차관제/요금정산 시스템 “아이박스”



5국내최초의 아파트 전용 스마트 차량출입 보안시스템
“아이박스 (Intelligent Vehicle Access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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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객 차량진입

2. 키패드에 동.호 입력

3. 차단기 열림

4. 방문 내역 입주민에
앱으로 통보

5.   경비실 모니터링 화면
업데이트

기존에는 방문차량이 입차 시 경비원과 직접 통화 후 방문목적, 이력을 수기로 작성(약2~3분 소요)해야 하고 관리도 잘 안되는 문제점

이 있으나, 아이박스는 방문차량이 경비원과 별도의 통화없이 직접 키패드에 방문 동.호수를 입력, 방문 이력(차량번호, 동.호수, 시간, 

사진 등)을 남기고 입차(약 10초 내외 소요)하게 하는 기능이 추가로 있고, 클라우드 서버로 저장되어 스마트폰 앱이나 PC에서 언제든

확인이 가능하다.

4세대 클라우드 LPR “아이박스(EYEVACS)” – 방문객이 직접 키패드에 동.호수를 입력하고 진입

경비실에서 수기로 방문객의 정보를 적을 필요 없음

방문객이 직접 방문할 동.호수를 누르기 때문에 필요시 증거자료로도 사용가능

경비실

태블릿PC



7설치현장 Demo. : 방문증 발급기(옵션)가 내장된 키패드/인터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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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출입관제가 가능한 4세대 클라우드 LPR “아이박스＂입니다

방문객이 직접 동.호수입력 -> 앱으로
출입 알림 전송 (특허등록)

***
*

***
*

원격 무인출입관제 시스템

기존 3세대 LPR 시스템 (경비원-PC기반) 4세대 클라우드 LPR 아이박스 (무인/원격-클라우드 LPR)

방문객 출입시, 인터폰으로 확인 후 수기로 출입내역 작성

LPR (License Plate Recognition, 차량번호인식)



9차량번호인식기 타사 제품 비교표 : 설치 및 운용

기존 3세대 LPR 시스템 (로컬 PC 방식)

• 경비 확인 (수동)
• 동.호 입력 (자동)
• 프리 패스 (자동)
• 차단기개폐 (원격)

경비초소/통합관제실/관리실

or

사용자 (스마트폰 앱)

4세대 클라우드 LPR 아이박스 (인터넷 접속)

인터넷

인터넷이 되는 PC에서
로그인을 통한 편리한

차량등록 관리

EYEVACS
Intelligent Vehicle Access Control System

인터넷인터넷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 (주차관리, 요금정산)

주차 관리서버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출입구
LPR이 동작 안되며 차단기
는 OPEN 됨

인터넷이 끊기더라도 LPR은
최신 차량정보를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동작함. 이후
인터넷이 접속되면 저장된
차량데이터 클라우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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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브릿지 – 아이박스 비교항목 타사 제품

해상도 : 1616x1232(200만), 200만 화소 컬러 CMOS 카메라로 차량 전체 선명한 사진

인식률 : 99% 이상 (전체 번호판, 학습알고리즘)

-40°C ~ +80C 동작 고성능 카메라

디스플레이 : LED전광판 3단 8열(본체 내장 일체형)

수소/전기차 파란색 번호판, 신규 앞 3자리 번호판 정상 인식

차번인식기

성능

해상도 : 1280x1024(130만), 흑백 카메라로 차량 번호판 위주 촬영

인식률 : 98% ~ 99% 이상 (전체, 일부-숫자6자리)

실제 해상도는 130만인데 화소수가 200만 화소라고 홍보하는 업체도 있음.

디스플레이 : LED전광판 2단 6열(외부 돌출형)

수소/전기차 파란색 번호판 정상 인식 잘 안됨.

클라우드 서버 방식 :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 사용 (NASA, CIA 사용 중)

전용 운용서버/관리서버 PC 필요 없음 => 서버 A/S 불필요

사용중인 PC에서 로그인을 통해 차량등록 삭제, 실시간 검색 및 원격조정

완벽한 데이터 보안, 철저한 시스템 관리 및 안정성

서버 안정성

및 보안성

로컬 PC 방식 : 운용PC(경비실), 중앙관리서버PC (차량등록삭제) 

24시간 365일 계속 PC를 켜 놓게 되어 HDD의 훼손이나 바이러스 또는 조작

미숙으로 인한 시스템 A/S의 경우가 많이 발생 할 수 밖에 없는 구조

=> A/S 발생

무인 요금정신 및 주차관제시스템을 통한 출입구 무인 & 원격 관리 가능

입주고객 차량 : 차량번호인식으로 자동 입.출차

방문고객 차량 : 차량번호인식 & 키패드 동.호수 직접 입력으로 자동 입.출차

=> 초소에 24시간 인원이 상주할 필요 없음.

무인초소

운영

출차시 무인요금정산기가 없는 경우

출입구 경비실에 경비원 24시간 상주해야 함

편리한 앱 서비스 : 지속적인 개발 및 지원

방문차량 사전예약, 택배알림, 차량알림, 공지사항, 건의사항, 입.출차 통계, 지역광고, 실

시간 검색, CCTV 대체…

스마트폰 앱 일부 기능 지원하기 시작

지속적인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제공 프로그램 무상 A/S 이후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 발생

기존 3세대 LPR 대비
아이박스 만의 주요 차별점 : 무인운영, 프로그램,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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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초소 운영의 4세대 클라우드 LPR “아이박스(EYEVACS)” 장점

1. 무인/원격 초소 관리가 가능 (스마트폰, PC)

- 원격 LPR 설정 : 경비확인 / 동호입력 / 프리패스

- 원격 차단기 제어 : 열림, 닫힘

- 입주민이 직접 앱을 통해 사전에 방문차량 예약

2. 방문객이 직접 동.호수 입력으로 출입 설정 (특허등록)

- 입력한 동.호수 입주민에 앱으로 차량/얼굴 사진 전송

3. 200만화소 이상 컬러 카메라를 사용한 차량 번호인식기

- 출입한 모든 차량의 사진 촬영, 저장 및 검색 가능

- 99% 이상 인식률의 학습형 차량번호인식 엔진

- 신규 번호판 지원 (앞 3자리 숫자 신규 번호판, 2019.09~)

4. 강력한 출입제한차량 관리

- 출입제한 자동/수동 등록: 방문횟수, 거절횟수, 머문시간

5. LPR 클라우드 연동 카드전용 출구/사전무인요금정산기

- 다양한 현장 별 맞춤 요금할인정책 지원 (앱/웹 할인)

6. 최고 안정성의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를 통한 서비스

- 최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실시간 원격 A/S 지원

- 아파트에 특화된 다양한 기능의 스마트폰 앱 서비스

아이박스 앱

아이박스 관련특허 4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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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연동 출입구 무인/원격 관제 및 무인 요금 정산 운용

- 방문객이 직접 동.호수를 입력하면 자동 출입증이 발급되며 입차하고, 방문하는 입주민의 스마트폰으로

알림사진 푸쉬전송 / 입주민 차량 입차시 앱으로 알림 전송 / LPR & 클라우드 연동 무인요금정산

- 블랙리스트 차량 자동/수동 등록을 통한 강력한 차량 출입 관리 및 입주민 앱 연동을 통한 불법 방문객 출차 제한

- 스마트폰 앱과 PC를 통해 LPR과 차단기 원격 제어 : LPR 경비확인 / 동.호입력 / 프리패스, 차단기 열림 / 닫힘

- 출입하는 모든 차량의 사진 촬영, 저장 및 순찰중 앱을 통해 실시간 외부 차량 검색 확인 가능

• 최고 보안성 및 안정성의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를 통한 통합주차관제 프로그램 운용

- 별도의 주차관제 전용 서버 PC가 필요 없이 사용중인 PC에서 관리자 페이지에 로그인 하여 편리하게 차량등록

관리가 가능하며, 관리자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실시간 업그레이드 되고 있음.

- 다양한 기능의 사용자 메뉴 및 스마트폰 앱 서비스

(차량알림, 택배알림, 방문예약, 출입제한 차량 관리, 출입통계, 지역광고…)

- 클라우드 서버를 통한 사이트별 맞춤 프로그램 (앱/웹 할인) 및 지속적인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적용

• 일시불 설치 또는 아이박스 리스 서비스

- 최신 4세대 클라우드 기반 차량번호인식 무인주차관제 / 무인요금정산 시스템 설치

- 신속한 원격/현장 출동 A/S 지원 및 실시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한 불편 없는 제품 사용 보장

- 5년 리스 설치시, 365일 전용 고객센터 운영 (실시간 원격 대응 서비스/24시간 이내 현장 출동, 월 1회 정기 점검)

- 리스 기간내 무상 유지보수 서비스 - 장애 부품 무상 수리 및 교체 (사고수리 및 소모성 부품 제외)

EYEVACS Solution



13클라우드 컴퓨팅 (아마존 AWS 한국 리전 사용중)

AWS 클라우드는
전 세계 18개의 지리적 리전과
1개의 로컬 리전 내에 55개의
가용 영역을 운영하고 있고, 
아이박스는 한국리전을
사용중임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하는 가장 큰 장점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사용중인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아이박스 제품을 설치하고 몇 년이 지나더라도 당사에서는 항상 최신 버전의

아이박스 프로그램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공해 드립니다.

주요 고객 : 미 항공우주국(NASA), 미 중앙정보국(CIA)

클라우드 컴퓨팅은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에서 컴퓨팅 파워,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 및 기타 IT 리소스를
필요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아마존은 세계 1위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입니다.

Amazon Web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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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박스(EYEVACS)
Intelligent Vehicle Access 
Control System

• 출입구 무인/원격 관제 및 무인 요금정산

- 방문객이 직접 동.호수를 입력하면 자동 출입증이 발급되며

입차하고, 방문하는 입주민의 스마트폰으로 알림사진 푸쉬전송

- 스마트폰 앱과 PC를 통해 LPR과 차단기 원격 제어 : 

LPR 경비확인 / 동.호입력 / 프리패스, 차단기 열림 / 닫힘

- 출입하는 모든 차량의 사진 촬영, 저장 및 순찰중 앱을 통해

실시간 외부 차량 검색 확인 가능

• 등록차량인 경우 출입각도 및 주변환경에 상관없이

100% 출입 보장

- 200만화소 이상 컬러카메라를 사용한 99% 이상 인식률의

학습형 차량번호인식엔진에 UHF RF카드를 통한 이중인증을

추가

• 최고 보안성 및 안정성의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를 통한

통합주차관제 프로그램 운용

- 별도의 주차관제 전용 서버 PC가 필요 없이 사용중인 PC에서

관리자 페이지에 로그인 하여 편리하게 차량등록 관리가 가능함.

- 다양한 기능의 사용자 메뉴 및 스마트폰 앱 서비스

(차량알림, 택배알림, 방문예약, 출입제한 차량 관리, 출입통계, 

지역광고…)

- 클라우드 서버를 통한 사이트별 맞춤 프로그램 (앱/웹 할인) 및

지속적인 관리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적용

- 원격 A/S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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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VACS Cloud Based Intelligent Vehicle Access Control System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

*
*
*
*

*
*
*
*

터치키패드/인터폰
자동방문증발급기

출구 무인요금정산기 입차 차량번호인식기

출차 차량번호인식기

무인 출입관제/요금정산 시스템

관리자 페이지 로그인
- 차량 등록 관리
- 차량 출입관리
- LPR/차단기 원격제어

주차 할인 적용
(앱/웹, QR 선택)

VoIP 인터폰 통화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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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VACS 3.0

아이박스 3.0은 200만화소 컬러 카메라 및 128x64 LED display

일체형의 수려한 외관의 프리미엄급 차량번호인식기이다.

등록된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번호를 인식하여 차단기를 열어 주게

되며, 방문객의 경우에는 기존 아이박스 제품의 진입 플로우와

동일하게 “경비확인”, “동호입력”, “프리패스” 모드를 지원한다.

별도의 차량등록관리용 PC가 필요없이 관리자용 웹 페이지를

통해서 차량등록관리, 입출입 관리 및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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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Y E V A C S

방문하실 동호수와

# 을 눌러주세요

CALL MIC

EYEVACS 3.0 Touch Keypad

• 7인치 터치 LCD 

• 자동 방문증 발급기

• IP 카메라

• VoIP 인터폰

• 안내 스피커

아이박스 3.0 터치키패드는 아이박스 동.호 입력 모드의 경우,

방문객은 입차시 터치키패드를 통해서 차량번호, 출입 동.호수를 입력하면

출입증이 자동 발행되며 입차 할 수 있다.

내장된 VoIP 인터폰 및 IP 카메라를 통해서 호출 통화가 가능하며, 방문객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

열전사 방식의 프린트를 통해서 방문객에게 자동 출입증을 발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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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VACS 3.0 AIO

아이박스-올인원은 차단기 일체형 차량번호인식기로서 가격

경쟁력이 있으며 설치가 간편한 장점이 있다. 등록된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번호를 인식하여 차단기를 열어 주게 되며, 방문객의

경우에는 기존 아이박스 제품의 진입 플로우와 동일하게 “경비확인”, 

“동호입력”, “프리패스” 모드를 지원한다.

동.호입력모드 : 방문객은 입차시 터치키패드를 통해서 차량번호, 

출입 동.호수를 입력하면 출입증이 자동 발행되며 입차 할 수 있다.

무인/유인 요금정산기와 연동하여 요금정산시스템에 적용 가능하다.

- BLDC 모터, 양면 LED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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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R 부
- 카메라 : 2M Pixel Global Shutter CMOS Color Digital Camera
- 렌즈 : 1/1.8” Vari-focal Lens, 3M Pixels
- 조명장치 : 740nm LED IR Strobe
- 제어보드 : 통신제어, IR Strobe 제어, 차단바 입출력 제어, LED전광판 제어
- CPU : Intel i5 Dual Core, 4GB RAM, 64GB SSD
- Interface : 10/100/1000M Ethernet, USB, RS232
- OS : Window10 IoT
- LED 전광판 : 128 x 64 Pixels, 3단 8열, 7 Colors

1열, 2열 (안내/정보), 3열 (날짜, 시간)
- 전원노이즈 필터
- 50W Dual Output SMPS ( 5V/12V)
- 60mm FAN
- 5W Speaker 
- LED 조명등

• 차단기부
- 모터사양 : BLDC 60W
- 사용전원 : DC24V ( 24V 트랜스)
- 동작형식 : 크랭크식 간접구동방식
- 전원차단기
- 루프검지기
- BLDC 모터 컨트롤러
- 차단바 : 알루미늄 , 길이 3M기본 (Max 5M),  LED장착 ( 직선 :기본, 굴절 : 옵션)

- 전원 : 220VAC 60Hz 전용
- 소요전력 : 120W
- 외장재질 :  스틸 자립방수형 2도 외부용 분체도장
- 동작속도 : 1~3초( 3M 기준 90도 개방)
- 규격 : 340(W) * 325(D) * 1420(H) 
- 무게 : 50Kg 전후

EYEVACS AIO
WELCOME

19.03.18 17:30
IIIIIIIIIIIIIIIIIIIIIIIIIIII

E Y E V A C S

EYEVACS 3.0 A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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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주
민

E Y E V A C S

EYEVACS 3.0 AIO

LED 조명 안내 전광판
(문구 선택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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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VACS LPRC

- 카메라 : 3.2M Pixel Global Shutter CMOS Color Digital Camera

- 렌즈 : 1/1.8” Vari-focal Lens, 3M Pixels

- 조명장치 : 740nm LED IR Strobe (12 LED)

- Fanless aluminum case

- CPU : Intel ATOM E3845@1.91GHz 64bit Quad-Core

- RAM : 4GB DDR3L-1333

- Storage : 64GB eMMC5.1 flash memory

- Interface : 10/100/1000M Ethernet, USB, RS232, RS485

- OS : Window10 IoT

- IP66

- -40°C to +80°C 

- 전원 : 220VAC 60Hz 전용

폴형 카메라타입 차량변호인식기 (LPRC)는 Display가 필요 없는

출입구에 적합하며, 출구전용으로도 적합하다.

동.호입력모드 : 방문객은 입차시 터치키패드를 통해서 차량번호, 

출입 동.호수를 입력하면 출입증이 자동 발행되며 입차 할 수 있다.

무인/유인 요금정산기와 연동하여 요금정산시스템에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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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박스 웹(PC-Admin) 서비스 : 실시간 모니터링 및 차단기 원격 개폐

관리자는 원격 관제실의 관리자 홈페이지 로그인을 통해 각 출입구에 설치된 LPR의 동작을 설정 할 수 있고, 

차단기를 원격으로 개폐 할 수 있다. 필요시 다양한 검색조건으로 출입 차량을 검색하여 확인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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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관리서버를 운영할 필요 없이 등록 관리 홈페이지 로그인을 통한 손쉬운 차량 등록 관리 (최초 차량 등록 서비스 지원)

• 철저한 보안의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관리됨으로써, 기존 서버 PC 노후화 등에 따른 데이터 손실에 대한 위험성이 없음

• 차량 출입 모니터링, 신규/기존 차량 등록관리 및 입.출차 현황 통계, 블랙리스트 차량 등록 및 관리

• 차량 등록/수정 시 자동으로 모든 설치된 아이박스(LPR)에 차량 정보 업데이트 됨.

아이박스 웹(PC-Admin) 서비스 : 편리한 차량등록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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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박스 웹(PC-Admin) 서비스 : 강력한 출입제한차량(블랙리스트) 관리

1. 방문 횟수 제한 : 최근 (28)일간 (28)회 이상 방문한 방문객 차량 자동 검색

2. 거절 횟수 제한 : (3) 회 이상 거절한 방문객 차량 자동 검색

3. 주차 시간 제한 : 최근 (1)일간 (6)시간 이상 주차한 방문객 차량 자동 검색

관리자 설정에 의한 자동/수동

출입제한차량 등록



25출입제한 차량 등록 관리 : 출입횟수, 거절횟수, 주차시간

동탄 *아파트 블랙리스트로 등록시킨 차량 (506대-2017.04.25) 자동 출입 차단 및

경비실 태블릿 PC 음성 알림

37출입제한 차량 등록 관리 : 출입횟수, 거절횟수, 주차시간

동탄 *아파트 블랙리스트로 등록시킨 차량 (506대-2017.04.25) 자동 출입 차단 및

경비실 태블릿 PC 음성 알림



26차별화된 아이박스 앱 서비스 : 입주민, 경비실, 관리실

1. 아이박스 설치

안드로이드 애플 IOS

구글 플레이스토어 : 아이박스 2.0
애플 앱스토어 : 아이박스
한글로 검색하여 설치 합니다.

• 회원가입 시, 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아파트 동호수, 차량번호, 핸드폰번호가
일치하는 입주민은 회원 가입이 자동으로 완료 됩니다.

• 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면 관리사무소에서 가입승인을 해
줄 수 있습니다.

• 가족이 앱을 가입하면 이미 가입한 동호의 대표가 앱에서 승인해 줄 수
있습니다.

메인 차량 출입 차량 알림 택배 알림 공지 사항 건의 사항 방문 등록

* 차량 출입 : 메뉴에서 차량출입을 선택하면 본인의 동호로 방문한 차량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알림 : 메뉴에서 차량 알림을 선택하면 본인의 동호로 보내온 차량 알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택배 알림 : 메뉴에서 택배 알림을 선택하면 본인의 동호로 보내온 택배 알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지 사항 : 메뉴에서 공지사항을 선택하면 관리사무실에서 공지한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의 사항 : 메뉴에서 건의사항을 선택하면 관리사무실로 건의할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버튼 클릭)

* 방문 등록 : 메뉴에서 방문등록을 선택하면 본인의 동호로 방문할 차량을 미리 예약할 수 있습니다.(+ 버튼 클릭)

2. 여러 기능 사용

아이박스 2.0 입주민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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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화면 차량이동 등록 화면 택배 알림 화면

50가1234 1234호

차단기 원격 제어메인 화면 차량 출입

차량 출입 출입제한차량 조회/등록 공지사항 날짜별/시간별 출입 통계차랑 출입 검색 조건

차별화된 아이박스 앱 서비스 : 관리실, 경비실



28아이박스 시스템 설치 현장 : 의정부 SK View 

아파트



29아이박스 시스템 설치 현장

입차 방향

출차 방향

입차 LPR 입차 차단기

출차 차단기

출차 LPRC

키패드/VOIP 인터폰

*LPRC (License Plate Recognition Camera, 카메라타입 차량번호인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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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차 차단기

출차 LPR

입차 LPR

입차 차단기

키패드/VOIP 인터폰

입차 LPR

입차 차단기

키패드/VOIP 인터폰

아이박스 시스템 설치 현장 (예) : 입차 (2), 출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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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페이(EYEPAY)
Intelligent Unmanned LPR 
Payment System

차량번호인식 연동 출입구/사전 무인 요금정산기

• 차량번호인식기(LPR)과연동하여 출입 차량에 대한

사전/출구 무인요금 정산을 진행.

• 다양한 앱 할인 방식과 QR코드 할인권을 통한 주차요금

할인도 함께 적용 가능함.

클라우드 기반의 유연한 요금 정산/할인 프로그램

• 요금 계산 및 할인권 적용을 정산기 내부의 PC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서 통합 계산한 한 후, 

결과를 요금정산기를 통해서 카드 결제 하는 방식.

• 안드로이드 기반의 요금정산기 운영 프로그램은 원격 제어

및 앱스토어를 통한 업데이트가 편리하다.

설치 현장 맞춤형 요금 정책 및 할인 프로그램 제공

• PC기반의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현장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현장 별 특화된 요금 정책과 할인 정책을

유연하게 수립하고 운영 할 수 있도록 현장 특화된 웹/앱

프로그램을 제공 할 수 있는 것이 “아이페이”의 가장 큰

장점이며, 특히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등에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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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PAY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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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노이즈 필터

- 근접센서

- 50W Dual Output SMPS ( 5V/12V)

- 60mm FAN

- 3W Speaker 

- LED 조명등

- USB 2 Serial Cable

- USB HUB

- 노출전원콘센트

- 전원차단기

- 전원 : 220VAC 60Hz 전용

- 소요전력 : 60W

- 외장재질 :  스틸 자립방수형 2도 외부용 분체도장

- 규격 : 400(W) * 400(D) * 1400(H) – 출구정산기

400(W) * 400(D) * 1600(H) - 사전정산기

- 무게 : 50Kg 전후

EYEPAY 2.0

E Y E P A Y

E Y E P A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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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요금정산기

카드결재 단말기영수증
프린터

QR코드리더기
(할인권 적용)

EYEPAY 2.0 - 유인요금정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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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PAY SW

안드로이드 기반 요금정산기 프로그램 클라우드 기반 요금 정산 관리 프로그램 QR코드 요금 할인권 발행 / 사용자용 요금 할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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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정산 모니터링

관리자는 원격 관제실의 관리자 홈페이지 로그인을 통해 각 출입구에 설치된 LPR의 출입구를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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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주차요금 할인 등록

1. 상가나 관리실에서는 스마트폰 이나

PC의 요금할인 페이지를 통해 차량을

검색하여 할인권을 적용 할 수 있다. 

- 1시간 할인

- 10분 할인

….

2. 관리실에서는 상가에 필요한 만큼

할인권을 충전 판매하거나 제공 할 수

있고 할인권을 다 사용하면 다시 충전을

하여 사용 할 수 있다.

3. 할인 적용이 된 차량은 사전 정산시나

무인 정산시에 할인내용이 적용되며 추가

주차료가 발생시 카드로 지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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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할인권 생성 및 출력

1. 관리자 페이지에 로그인 하여

요금정산 ->  QR할인권 출력 메뉴를

선택한다. 

- 1시간 무료 (방문자 확인)

- 2시간 무료 (방문자 확인)

- 30분 할인권

- 1시간 할인권

- 종일 할인권

2. 할인권 구분에서 프린트 할 할인권 종류를

선택 한 후 수량을 기입 한 후 Generate를 누르면

좌측 그림처럼 고유의 키를 가진 QR코드

할인권이 생성된다. 

생성된 할인권을 요금정산기 QR코드리더기에

읽히면 주차할인이 1회 적용되며 한번 사용된

할인권은 재사용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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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박스 시스템 설치 현장 (예) : 흥덕 U타워 지식산업센타

사전 무인정산기 출구 무인정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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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s
Over 90 sites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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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점검으로 장비오류
발생 전 사전 예방활동

유지보수 매뉴얼
에 따른 우선조치

및 긴급 장애복구

당사 서비스 팀과
24시간 연락망
구축으로 신속한
출동체계 확립

신속한 A/S 체계 확립
사전 예방교육 및 사후 유지보수 보고서 제출

1 2 3

장애복구 완료 시
문제점 보고 및
원인분석에 대한
추가교육 실시

4

소프트웨어 : 1시간 이내 조치(원격처리), 정기적인 SW 업그레이드

하드웨어 : 24시간 이내 조치, 예비부품 확보

사고처리 : 접수 및 비용 처리 후 익일처리

▪시스템 운영 상태 관리

▪지속적인 백업, 복구 및 장애처리 교육

▪주기적인 검사를 통한 예방

▪시스템 장애 발생시 신속 지원

▪손상된 S/W 재설치 및 시스템 복구 원격지원

▪장애 원인 분석을 통한 예방 방안 수립

▪원격 관리(무상) 및 야간 통합관리실 지원(유상)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자문지원

▪신기술 및 S/W 기술 동향 제공(하자기간 무상)

예방활동

사후 조치

기술지원

Customer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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