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 주차관제/요금정산 시스템 아이박스 EYEVACS™

EYEVACS Cloud Based Intelligent Vehicle Access Control System

국내최초 4세대클라우드 LPR (License Plate Recognition)

터치키패드/인터폰/방문증발급기 (EYEVACS Touch Keypad)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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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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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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 A/S 지원 및실시간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를통한불편없는제품사용보장

- 5년 리스 설치시, 365일전용고객센터운영 (실시간원격대응서비스/24시간이내현장출동, 월 1회정기점검)

- 리스기간내무상유지보수서비스 - 장애부품무상수리및교체 (사고수리및소모성부품제외)

(주)실리콘브릿지 Silicon Bridge, Inc.

본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9길 26, 에이치비지니스파크 D동 1010호 ~ 1012호 (05836)

TEL: 02-6281-8080 Mobile: 010-6834-1080 www.siliconbridge.co.kr www.eyevacs.com

EYEVACS
Intelligent Vehicle Access Control System (지능형 차량 출입 제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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